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optimal control algorithm which
determines active damping resistor values considering load
variation and grid side current THD. Proposed optimal
control algorithm improves grid side current THD of the
interlinking converter without passive damping resistor and
is verified by simulation under variable load conditions.

1. 서 론

배전망과 연계되는 3상 AC/DC 컨버터의 스위칭 속도는 보
통 수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낮은 스위
칭 주파수는 배전망의 출력 전류의 고조파를 증가시켜 전력 품
질을 저하시키므로 적절한 필터의 설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본
논문에서는 3상 AC/DC 컨버터에 LCL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LCL 필터는 L 필터에 비해 전류 리플을 줄일 수 있으며 작은
인덕턴스 값을 가져도 되므로 부피의 저감이 가능하다. LCL
필터는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공진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완
화하기 위해 댐핑 저항을 필요로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패
시브 댐핑 저항을 적용시키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패시브 저항
으로 인한 부피의 증가와 저항에서 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Interlinking 컨
버터에 액티브 댐핑 저항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부하 변동 및
전류 THD에 따라 액티브 댐핑 저항의 값이 변동하는 최적 제
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Interlinking 컨버터의 구성 및 제어 알고리즘

2.1 LCL 필터의 구성 및 공진주파수 분석
3상 LCL 필터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계통 측 인덕

턴스는 100[H], 컨버터 측 인덕턴스는 1[mH], 커패시터는
23[F]으로 선정하였다. 댐핑저항이 없을 때 LCL의 전달함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나며, 2개의 공진주파수는 수식 (2),
(3)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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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상 LCL 필터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three-phase LCL filter

2.2 Interlinking 컨버터의 액티브 댐핑을 위한 제어
블록도 구성
Interlinking 컨버터는 3상 AC/DC 컨버터로써 AC 버스와

DC 버스를 연계시키는 역할로써, DC 버스의 전압을 750[V]로
유지되도록 전압제어를 수행한다. 액티브 댐핑 가상 저항 기법
을 적용하기 위해 계통 측에 전류 센서를 추가하였다. 액티브
댐핑 가상 저항이 적용된 제어기의 블록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nterlinking 컨버터의 제어블록도

Fig. 2  Control block diagram of interlinking converter 

LCL 필터의 커패시터 전류를 피드백하여 받아오기 위해 계
통 측에 전류센서를 추가하였다. 커패시터 전류를 미분하고 필
터 커패시턴스와 가상 댐핑 저항을 곱하고, 이를 전류 제어기
의 출력 값에 더해주는 형태로 피드백 제어를 구성하였으며,
가상 댐핑 저항의 크기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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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안하는 최적 제어 알고리즘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전류 THD의 값을 필요로 한다. 3상

의 평균 전류 THD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각 상전류의 RMS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한 주기마다 계산되는 값이므로 한
주기마다 값이 변동되게 된다. 알고리즘 계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Moving Average 기법을 사용하여 전류 THD를 선형적
으로 구하였다. 3상 전류의 평균 THD의 값과 가상 댐핑 저항의 이전값과 현재 값을 비교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 댐

핑 저항 의 값을 변동시켜 전류 THD가 낮은 방향으로 변

하도록 그림 3과 같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그림 3  전류 THD에 따른 가상 저항 계산을 위한 제안하는 

최적 제어 알고리즘

Fig. 3 Proposed optimal control algorithm for virtual 

resistance calculation according to current THD

3.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무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갔
다가 다시 무부하 상태로 내려오도록 설계되었으며, 적용된 제
어기의 이득값과 컨버터의 정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Symbol Values
PI

전류 제어기
P 이득  9.89874

I 이득  11096

PI
전압 제어기

P 이득  0.3705

I 이득  100.14

정격 전력  20 

DC 버스 전압  750

그림 4는 부하의 변화에 따라 액티브 댐핑 저항 기법이 적
용된 시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내었다. 파형은 위쪽부터 계통 측
3상 전류    , 계통 측 3상 전류의 평균 THD, 전류 THD
를 선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Moving Average 방식으로 계산
한 전류 THD, 적용된 알고리즘에 의해 전류 THD에 따라 변
동하는 가상 저항의 값, 계통 측 평균 전류 THD의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은 디비전당 0.2초를 나타내었다.

그림 4  다양한 부하변동 상황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적

용된 interlinking 컨버터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4  Simulation waveform of interlinking converter 

with proposed algorithm in the variable load 

conditions

4. 결론

본 논문은 엑티브 댐핑 가상 저항 기법 중 하나인 피드백
기반의 방식을 Interlinking 컨버터의 전류 제어기에 적용하여
별도의 저항 없이도 LCL 필터의 공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전류 THD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를
Moving Average 기법으로 계산하여 THD의 변화를 선형적으
로 만든 후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가상 댐핑 저항 
의 값을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부하 변동에 따
른 액티브 댐핑의 최적 제어를 위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는 향후 액티브 댐핑 기법을 적
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 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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