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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State Transformer를 위한 양방향 Dual Active Bridge

DC-DC 컨버터의 설계 기법

최현준1, 이원빈1, 정지훈✝

Practical Design Methodology of Dual Active Bridge Converter as Isolat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for Solid State Transformer

Hyun-Jun Choi1, Won-Bin Lee1, and Jee-Hoon Jung✝

Abstract

Proper design guides are proposed for a practical dual-active bridge (DAB) converter based on the

mathematical model on the steady state. The DAB converter is popular in bidirectional application due to its

zero-voltage capability and easy bidirectional operation for seamless control, high efficiency, and performance.

Some design considerations are taken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DAB converter. The practical design

methodology of power stage is discussed to minimize the conduction and switching losses of the DAB

converter. Small-signal model and frequency response are derived and analyzed based on the generalized

average method, which considers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to improve the dynamics, stability, and reliability

with voltage regulation of the practical DAB converter. The design of closed-loop control is discussed by the

derived small-signal model to obtain the pertinent gain and phase margin in steady-state operation.

Experimental results of a 3.3 kW prototype of DAB converter demonstrate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s.

Key words: SST(Solid State Transformer), DAB(Dual Active Bridge) converter, BDC(Bi-Directional Converter),

ZVS(Zero Voltage Switching), Small signal model, 2 pole 1 zero(2P1Z) controller

Fig. 1. Structure of solid state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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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친

환경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친

환경 에너지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와

배전시스템의 필수 기술인 Solid State Transformer

(SST)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SST는 양방향

전력 변환 장치로, 기존 50/60 Hz 변압기의 대체방안으

로 고려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기존 50/60 Hz 변압기의 경우, 부피와 무게

의 한계로 활용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제어가 불가능하

다는 단점이 있다. SST는 위의 단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높은 전력 밀도를 달

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

다[2].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SST는 크게 양방향 AC-DC

정류기,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로 구성된다. 특

히 양방향 전력 변환이 가능한 DC/DC 컨버터는 SST의

구성 중 전력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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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e of DAB converter.

Active Bridge (DAB) 컨버터는 고효율의 절연형 양방

향 DC/DC 컨버터로써, 양단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압기 전압의 위상 천이만을 이용하여 전력을 양방향

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넓은 부하

범위의 소프트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

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DAB 컨버터는 주로 대용량의 양방향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된다[3]. 하지만 DAB 컨버터는 공진형 컨버터에 비

하여 고부하 영역에서 전류의 실효값과 순환전류가 커

서 도통손실이 증가하고, 저부하 영역에서 소프트 스위

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력변환효율이 감소하는 단

점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을 보상하기 위해서 펄스 폭

변조 방식과 위상천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스위

치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Extended Phase shift 등의

스위칭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제어의 최적화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단점을 최

대한 보상할 수 있는 컨버터의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DAB 컨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어기

의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DAB 컨버터의 회로 구성 중

출력단 필터 커패시터의 Equivalent Series Resistor

(ESR)의 경우 컨버터의 동특성 및 정상상태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ESR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알맞은 제어기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ST를 위한 DAB 컨버터의 최적화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

하여 위상천이 방식의 제어방법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모델의 간소화를 위해 턴 비는 1:1으로 가정하고 자화인

덕턴스는 무한대라고 가정하여 DAB 수학적 모델링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DAB 컨버터의 최대

ZVS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압 이득과 위상 천이를

고려한 데드타임을 설계하고, 적절한 결합 인덕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을 토대로 실제 DAB 컨버

터의 동특성 및 안정성의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제어기

설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3 kW급 DAB 컨

버터의 시작품을 구성하고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설계

기법의 적절성 및 제어기 설계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Fig. 3. Operation principle of DAB converter.

Fig. 4. Theoretical waveform of the coupling inductance

current and the average output current.

2. Dual Active Bridge 컨버터의 동작 원리

2.1 DAB 컨버터의 동작 원리

그림 2는 DAB 컨버터의 회로도를 보여준다. DAB 컨

버터는 양단에 동일한 단상 H-브릿지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결합 인덕턴스와 변압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일

반적인 DAB컨버터의 동작원리는 매우 간단하며 위상천

이 풀브릿지와 매우 유사하다. DAB 컨버터의 경우 변

압기 양단 전압의 위상을 변화시키면서 전력을 전달하

고, 양단 전압의 위상차 (ɸ)의 방향에 따라 전력 전달

방향이 결정된다. 위상 천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차이

가 결합 인덕터 (LS)에 인가되고, 이를 이용하여 결합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

기서 DAB 컨버터의 결합 인덕터는 변압기의 누설 인덕

턴스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출력 전력을 결정하는 가

장 큰 요소는 결합 인덕턴스이며, 출력 전압은 위상 차

이에 의해서 제어된다. 또한 DAB 컨버터는 영전압 스

위칭 가능한데,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DAB컨버터는

스위치 전류가 충분한 음의 값일 경우 영전압 스위칭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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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upling inductance graph between the transfer

power and the phase-shift.

2.2 커플링 인덕턴스 전류 분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DAB 컨버터에서 결합 인덕터

(LS)는 전력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DAB 컨버터의 동작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덕터

전류(iL)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4는 한

주기 동안의 결합 인덕터 전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인덕터 전류 첨점 각각을 i1과 i2라고 했을 때, i1과 i2

는 식 (1)과 (2)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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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변압기 양단의 위상 차이 정도 (radian/pi)를 나타

내고, n은 DAB의 턴 비를 나타낸다.

그림 4의 유도한 첨두값과 시간을 고려하여 한 주기

동안의 평균 입력 전류와 평균 출력 전류에 관한 관계

식을 구하면 식(3)과 (4)로 각각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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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식 (3)과 (4)로부터 출력 전력은 브릿지

양 단의 위상 천이가 50%가 되었을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컨버터 설계 시 단락회로를 방지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위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데드타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실용적인 설계 기법 제안

3.1 결합 인덕턴스 설계

DAB 컨버터에서 결합 인덕터가 전력 전달 소자로 동

작하기 때문에, 알맞은 인덕턴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력을 고려해야 한다. 식 (3)과 (4)를 이용하면

DAB 컨버터의 전압 이득과 출력 전력의 공식을 구할

수 있고, 식 (5)와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6)

여기서 R은 부하 저항을 의미한다.

식 (5)와 (6)을 이용하여 최대 결합 인덕턴스의 값을

식(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max max min
(7)

그림 5는 출력전력과 위상차이의 변동에 따른 결합

인덕턴스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DAB 컨버터에서 작은 인덕턴스가 큰 전력을 전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덕턴스가 작아짐에 따

라 피크 전류가 상승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덕턴스 값을

고려해야 한다.

3.2 Soft switching을 고려한 Dead-time 설계

DAB 컨버터의 단점 중 하나는 DAB 컨버터가 저부

하에서 영전압 스위칭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전

압 스위칭의 실패는 하드스위칭으로 이어지고, 결국

DAB 컨버터의 경우 저부하에서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DAB 컨버터에서 영전압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스위치가 꺼져 있는 시간 동안 MOSFET에 병렬로

보이는 유효 출력 커패시터 (Coss)가 충전과 방전이 모

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데드타임이 필요

하다. 대부분의 DAB 컨버터 설계 논문에서는 Coss를

고려하지 않고 영전압 스위칭의 조건을 기술하지만, 실

제로 Coss를 고려하지 않으면 영전압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 시 데드타임을 고려해야 한다. 데드타임이

Coss의 충전과 방전 시간보다 길어야하기 때문에 데드

타임은 식 (8)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max ≤ ≅min (8)

여기서 i1과 i2의 최소값 중 하나를 선택 하는 이유는

전력이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결합 인덕터에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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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ransformer saturation problem with a 3.3

kW prototype DAB converter.

Fig. 7. B-H curve showing the effect of air-gap on the

saturation current.

전류의 첨두값이 변하기 때문이다. 데드타임이 실제

uSec 단위로 매우 짧기 때문에 Coss에 흐르는 전류(ic)

는 데드타임 동안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결과적

으로 MOSFET의 영전압 스위칭의 경우 최소한의 데드

타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최소 데드타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9)

3.3 실용적인 변압기 설계

DAB 컨버터는 절연형 토폴로지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설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DAB 컨버터에서 기본적인 변압기 설계에 있

어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다[4]. 선행 연구에서는

DAB 컨버터에서 자화인덕턴스에 관한 내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자화인덕턴스가 매우 크다면,

매우 작은 전류에도 변압기가 포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포화현상은 전력 전달을 방해하고, 전류의 스파이

크를 야기하여 전반적인 DAB 컨버터의 효율을 감소시

킨다. 그림 6은 실제 3.3 kW 실험 시 변압기의 포화현

상이 일어난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 DAB

컨버터를 설계 시 적절한 자화 인덕턴스를 설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자화 인덕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공극의 길이를 수

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공극이 누설인덕턴스를

증가시키지만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전류에서

변압기의 포화를 막을 수 있다. 기자력을 기반으로 공극

Fig. 8. Control-to-output voltage transfer function of the

DAB converter.

의 길이를 수학적으로 유도하면 식 (10)과 같고, 최종

적으로 적절한 자화 인덕턴스의 값은 식 (11)으로 유도

할 수 있다.

 ≥max
 


 

     (10)

  
 


 

      (11)

4. 제어기 설계

4.1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DAB 컨버터의 결합 인덕터 전류()와 출력 커패

시터 전압 ()를 상태 변수로 사용하여 소신호 모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DAB 컨버터

의 인덕터 전류는 주기를 가지는 유사교류성분이기 때

문에 상태 공간 평균법이 아닌 일반화된 평균화 모델

링기법을 이용하여 소신호 모델을 유도한다. DAB 컨

버터의 동작원리 및 변압기 양단의 스위치 함수  과

 를 이용하면 ESR의 영향이 고려된 DAB 컨버터의

상태방정식을 식 (12), (13)으로 나타낼 수 있다[5].



 



 









 




(12)







  




(13)

식 (12), (13)의 각 방정식에 푸리에 급수의 특성을 적

용하여 DAB 컨버터의 일반화된 평균화 소신호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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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osed loop gain of 2-pole 1-zero controller.

Fig. 10. The bode plot of 2-pole 1-zero controller.

구하면 행렬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표 1의 설계 사양을

적용하면 최종 출력 전압 제어에 필요한 전달함수는 식

(14)와 같이 표현 된다[5]. 시스템 전달함수의 극점과 영

점은 각각 2.7Hz와 885 Hz이다. 출력 전압의 리플을 줄

이기 위해 1.36 mF 커패시턴스를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

전달함수의 영점이 저주파 영역에 위치한다.

 
      
    

(14)

4.2 2-Pole 1-Zero (2P1Z) 제어기

그림 8은 DAB 컨버터 전달 함수 중 제어 변수 대 출

력 전압에 대한 주파수 응답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을 통해 출력 커패시터의 ESR 영점의 영향이 고려된

이론 모델 (파란색)과 고려되지 않은 이론적 모델 (빨간

색)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저주파 영역에서는 일치하지

만 고주파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출력 커패시터의 ESR이 고려된 모델의 경우 교

차 주파수 이후의 위상 곡선이 약 45° 앞섬 현상이 나타

난다. 실제 DAB 컨버터를 구현할 경우 출력 커패시터

Fig. 11. Photograph of the prototype DAB converter.

TABLE I

DESIGN SPECIFICATIONS

  380 V  3.3 kW

 1.36 mF  50 kHz

S 102 uH  43.75 Ω

 0.1 Ω  0.01 Ω

 1 Turns 26 turns

Lm
567.66

uH
Dead time 0.52 uSec

Bmax 0.39T Core EE6565S

d(degree)/180º -0.48 < ɸ < 0.48

의 ESR 영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PI제어기의 경우 고주파 영역의 ESR 영점을

완전히 보상할 수 없고, 따라서 고주파 외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R 영점을 보상할 수 있는

2P1Z 제어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본 논문에서는 k-factor Approach를 이용하여 2-pole

1-zero (2P1Z) 제어기를 설계하였다[6]. 그림 9는 제안하

는 2P1Z 제어기의 폐루프 이득 곡선을 나타낸다. 2P1Z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식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림 10의 Bode 선도로 나타낼 수 있다. 제어기의 영점

과 극점은 각각 17.6Hz과 567Hz로 위치시켜 시스템 전

달함수의 극점과 영점의 영향을 보상하였다. 2P1Z 제어

기로 설계된 경우 교차 주파수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는 외란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고, 낮은 교차 주파수에서

는 오버슈트는 커지는 등 단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ESR

영점 근처의 적절한 주파수에서 극점을 추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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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forward power flow

according to power ratings: (a) 500 W, (b) 1.5 kW and (c)

3.3 kW.

ESR 영점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표 1은 실험조건에 대한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제안

하는 설계 방안에 따라서 데드타임, 결합 인덕턴스, 자

화 인덕턴스의 값을 약 0.52 uSec, 102 uH, 567.66 uH

로 설정하였다.

그림 11은 3.3kW급 DAB 컨버터의 시작품을 보여준

다. 파워 보드, DSP, 센서, 게이트 드라이브, 변압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 보드의 경우 변압기 양단으

로 동일한 PCB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마일러 커패시터를 브릿지에 병렬로 연

결하였고, 기생 인덕턴스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

드라이브는 스위치와 가깝게 위치시켰다.

그림 12와 13은 DAB 컨버터의 부하 상태에 따라서

(a)

(b)

(c)  

Fig, 13. Experimental results of backward power flow

according to power ratings: (a) 500 W, (b) 1.5 kW and (c)

3.3 kW.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f bi-directional step load

response from 3.3 kW to –3.3 kW.

순방향과 역방향 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입력

전압은 380 V로 고정되어 있고, 출력 전력은 500 W부터

3.3 kW까지 변동하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과 12에서 보는 것처럼 1차측 브릿지와 2차측 브릿지의

위상 차이에 따라 전력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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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ower conversion efficiency graph.

그림 14는 3.3 kW에서 –3.3 kW로 총 6.6 kW의 양방

향 스텝 응답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출력 전압의 그

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텝 응답 실험을 진행

했을 때도 출력전압은 큰 흔들림 없이 목표치로 제어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DAB 컨버터의 부하 상황에 따른 효율 곡

선을 나타낸다. 저부하의 경우 효율이 낮은 이유로는 순

환전류에 의한 MOSFET의 도통손실 및 인덕터와 변압

기의 도통 손실이 전체 효율에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다. 최종적으로 순방향과 역방향 시 약 1.5 kW에서 최

고 효율 96.62%와 96.54%이 각각 측정되었으며, 최대

전력 시 모두 94% 이상의 효율이 측정되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ST에 적용하기 위한 DAB 컨버터에

대하여 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설계방법에 대하

여 제안하였다. 최대의 영전압 영역을 확보하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결합인덕턴스 및 데드타임에 대한

설계방법을 제안하였고, 변압기 포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서 자화 인덕턴스에 대한 설계 방법 또한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DAB 컨버터의 전달함수 특성을 수학적

으로 모델링하였고, 이를 통해 ESR 영점에 의한 효과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기 제안하였다. 3.3 kW

DAB 컨버터 시작품을 이용하여 순방향과 역방향 정상

상태 동작 및 양방향 스텝 응답 특성 등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중견연구사업임

(NRF-2016R1A2B40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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