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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 Dual Active Bridge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링 및

제어기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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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signal modeling and controller design methodology are proposed to improve the dynamics and stability

of a DC–DC dual active bridge (DAB) converter. The state-space average method has a limitation when applied

to the DAB converter because its state variables are nonlinear and have zero average values in a switching

period. Therefore, the small-signal model and the frequency response of the DAB converter are derived and

analyzed using a generalized average method instead of conventional modeling methods. The design

methodology of a lead-lag controller instead of the conventional proportional–integral controller is also proposed

using the derived small-signal model. The accuracy an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mall-signal model and

controller are verifi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with a 500 W prototype DAB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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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직류 마이크로그리드(DC Microgrid; DC MG)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DC MG 실

증 단지 구축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DC MG는 기존의 교류 배전 시스템에 비하여 전력 전

송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3]. DC MG의 핵심 구성 요소

인 지능형 반도체 변압기는 양방향 AC-DC 정류기 및

인버터, 양방향 DC-DC 컨버터로 구성된다. 그림 1은

DAB 컨버터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다양한 양방향 컨버

Fig. 1. Circuit schematic of the DAB converter.

터 토폴로지 중에서 Dual Active Bridge (DAB)

DC-DC 컨버터는 위상 차이만을 이용하여 전력을 전달

하기 때문에 전력 제어가 용이하고, 스위치의 소프트 스

위칭이 가능하며, 변압기를 중심으로 풀 브릿지 회로가

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양방향 제어 시 Seamless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된다[4].

모든 컨버터는 적절하게 설계된 제어기를 통해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폭넓게 사

용하는 제어기 형태로 PI 제어기가 있으며, PI 제어기는

Trial and Error방식으로 이득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제어기의 성능은 컨버터의 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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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정상상태의 안정적인 제어 동작에 적절하지 않다.

소신호 모델 분석은 컨버터의 동특성 및 정상상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함에 있어 중

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기법은 크게 세 가지의

1) 간소화된 소신호 모델[5] 2) 이산 시간영역에서의

Full-Order 소신호 모델[6] 3) 연속 시간영역에서의

Full-Order 소신호 모델[7]로 분류될 수 있다. 간소화된

소신호 모델은 입력 및 출력 커패시터의 전압을 상태

변수로 이용한다. 하지만 인덕터의 전류와 커패시터의

유효 직렬 저항(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R)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주파 영역에서 모델 오차

가 있으며, 고주파 영역에서 ESR 영점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산 시간영역에서의

Full-Order 소신호 모델은 인덕터의 전류와 출력단 커패

시터의 전압을 상태 변수로 설정하여 ESR 영점의 영향

을 반영하여 이전 모델에 비하여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이산 시간영역에서 모델을 분석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연속 시간영역에서보다 복잡도가 높다.

연속 시간영역에서의 Full-Order 소신호 모델은 시간영

역에서 컨버터에 대한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산 시간영

역에서의 모델에 비해 복잡도가 비교적 낮다[7].

모델링을 통해 얻은 제어변수 대 출력 전압의 전달함

수는 제어기 설계 시 중요하다. ESR 영점이 고려되지

않은 전달함수는 고주파 영역에서 이득 곡선의 기울기

가 0 dB/dec를 가지고, 위상이 45° 앞서게 됨으로써 고

주파 노이즈에 취약하게 되며, 이상적인 제어기인 –20

dB/dec의 기울기를 가지지 못한다[8].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평균법을 이용하여 ESR 영

점이 고려된 전달함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정확

한 모델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분석을 통해 컨버터의 동특성 및 정상상태의 안정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기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500 W급 컨버터 시작품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모델의 적절성

및 제어기 설계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Dual Active Bridge(DAB) 컨버터

2.1 DAB 컨버터의 동작 원리

그림 2는 DAB 컨버터의 핵심적인 파형으로 변압기

양단 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보여준다. DAB 컨버터의

변압기 1차 측 전압의 파형이 2차 측 전압의 파형보다

위상이 앞 서 있다면 전력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

달되며, 1차 측 전압의 파형이 2차 측 전압의 파형보다

뒤 서 있다면 전력은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전달된다.

또한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 차이에 의하여 인덕터의

전류 파형이 결정된다[4].

Fig. 2. Operational waveforms of the DAB converter.

2.2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ESR 영점의 영향이 고려된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

델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신호 모델 상태 변수는

인덕터 전류 과 출력 커패시터의 전압 를 사용한다.

인덕터 파형은 주기를 가지는 교류 성분으로 스위칭 주

기에 대해 평균을 적용하면 0이 되어 기존에 사용되던

상태 공간 평균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평균화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소신호 모델링을 수행한

다[7]. 그림 1의 인덕터 전류와 출력단 커패시터 전압을

이용하면 식 (1), (2)의 미분방정식으로 유도된다. 식 (1),

(2)는 ESR 영점의 영향이 고려된 DAB 컨버터의 상태방

정식을 나타낸다. 식 (1), (2)의 스위치 함수  과 는

변압기 양단의 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정규화된 값으로

써, 1 또는 -1의 값을 가지며 식 (3)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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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1), (2)의 각 방정식에 푸리에 급수의 미분 특성과

곱의 특성을 적용하여 각각에 대한 0-차식과 1-차식을

구하여 소신호 모델을 구하면 식 (4)와 같이 6×6 행렬식

으로 표현 가능하다[7]. 상태 변수 ∆
 ∆

 는 출력커

패시터 전압과 인덕터 전류의 푸리에 급수에 대한 0차

항을 나타낸다. 상태 변수 ∆
 ∆

 ∆
 ∆



는 출력커패시터 전압과 인덕터 전류의 푸리에 급수에

대한 1차 항의 실수 항과 허수 항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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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의 행렬 원소인       

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식 (5)의  는

행렬식의 변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현한 변수로 식

(6)으로 표현한다. DAB 컨버터의 제어 변수 대 출력 전

압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7)과 같이 표현되며,

기존 풀브리지 컨버터의 전달함수의 분모에서 쌍극점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DAB 컨버터에서는 단일 극점이 나

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식 (4)에 표 1의 설계 사

양을 적용하면 스위칭 주파수 절반 이하의 주파수 영역

에서 극점 74.59 rad/s 와 영점 62.83 krad/s을 가진다.

 
 







(7)

TABLE I

DESIGN SPECIFICATIONS

  100 V  500 W

 680 uF  50 kHz

 53.5 uH  20 Ω

 0.01 Ω  0.234 Ω

 1 Turn 8

Fig. 3. Control-to-output voltage transfer function of the

DAB converter.

Fig. 4. Effects of ESR zero according to capacitance

variations.

3. DAB 컨버터의 모델 분석과 제어기 설계

3.1 DAB 컨버터의 모델 분석

그림 3은 출력 커패시터의 ESR 영점의 영향이 고려

된 이론 모델(파란색)과 모의시험 모델(빨간색)의 제어

변수 대 출력 전압의 전달함수에 대한 주파수 응답 곡

선을 나타낸다. 앞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저주파에서 극

점이 나타나며, 고주파에서 ESR 영점의 영향이 나타난

다. 그림 4는 출력 커패시턴스 값의 변화에 따른 ESR

영점의 영향을 나타낸다. 출력 커패시턴스의 값이 커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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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osed loop gain of PI controller.

TABLE II

CONTROLLER SPECIFICATIONS 

PI Controller 2-pole 1-zero Controller

 197Hz  286 Hz

 ∞  ∞

 64.2°  77°

라 위상곡선에서 ESR 영점의 영향이 커지고, DAB 컨

버터의 동 특성이 느려진다. 실제 DAB 컨버터의 회로

를 구성하면 출력 커패시터의 ESR 영점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기 설계 시 고주파 영역에서

ESR 영점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3.2 DAB 컨버터의 제어기 설계

표 2는 PI 제어기와 제안하는 제어기의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제어기의 루프 이득 교차 주파수

(Crossover Frequency; )는 PI 제어기의 루프 이득 교

차 주파수 보다 높아 동특성이 빠르다. 여기서는 기존

의 PI 제어기와 제안하는 제어기의 설계 방법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2.1 PI 제어기 설계

그림 5는 PI 제어기의 이득 값을 –23dB로 정하고,

영점을 119Hz에 위치시켜 설계한 폐루프 이득 곡선을

나타낸다[9]. 루프 이득 교차 주파수 를 기준으로 교차

주파수를 높였을 경우 오버슈트는 높지 않았지만 외란

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교차주파수를 낮추었

을 경우 오버슈트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설계

된 루프 이득 교차 주파수 가 적절한 성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2.2 2-pole 1-zero 제어기 설계

그림 6는 제안하는 2-pole 1-zero(2P1Z) 제어기의 이

득값을 –15dB로 정하고, 영점을 78.74Hz, 극점을

Fig. 6. Closed loop gain of 2-pole 1-zero controller.

Fig. 7. Output impedance analysis in time-domain.

10.287kHz에 위치시켜 설계한 폐루프 이득 곡선을 나타

낸다. 2P1Z 제어기는 k-factor Approach를 이용하여 설

계하였다[10]. 2P1Z 제어기도 설계된 루프 이득 교차 주

파수  보다 높은 교차 주파수에서는 외란에 따른 진동

이 발생하였고, 낮은 교차 주파수에서는 오버슈트가 커

지며 동 특성이 느려진다. 그러나 ESR 영점 근처 주파

수 대역에서 단일 극점을 삽입함으로써 교차 주파수 

이후의 고주파 대역에서 나타나는 ESR 영점의 영향을

상쇄한 것이 기존의 PI 제어기와의 차이점이다. 루프 이

득 곡선을 통해 PI 제어기와는 다르게 제안하는 제어기

를 사용 시 루프 이득 교차 주파수  이후의 주파수 대

역에서 -20dB/dec 기울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식 (8), (9)는 PI 제어기와 제안하는 2P1Z 제어기의 계

단 부하 응답에 따른 시간 영역에서의 출력 전압의 과

도 상태에 대한 수식을 나타낸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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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ep load response (4A to 1.5A).

TABLE III

THE CONDITIONS OF STEP LOAD RESPONSE

Experimental Condition 1 1.5 A to 4 A

Experimental Condition 2 4 A to 1.5 A

TABLE IV

STEP LOAD RESPONSE ANALYSIS (Condition1)

% Undershoot Settling Time

Expected Actual Expected Actual

PI 7.3% 11% 21.1 ms 21.4 ms

2P1Z 5% 9% 13.4 ms 17.3 ms

TABLE V

STEP LOAD RESPONSE ANALYSIS (Condition2)

% Overshoot Settling Time

Expected Actual Expected Actual

PI 8.2% 10% 20.1 ms 19.2 ms

2P1Z 8% 8% 13.3 ms 14.6 ms

그림 7은 시간 영역에서 계단 부하 변동에 따른 출력

전압의 감쇄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2P1Z 제

어기는 PI제어기에 비하여 오버슈트가 0.5 V 감소하였

고, 식 (9)의 비율로 7.5 msec 더 빠르게 감쇄하였다.

그림 8, 9는 PI 제어기와 제안하는 2P1Z 제어기의 시

간영역에서 계단 부하 응답(Step Load Response)에 따

른 PSIM 시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낸다. 이론값에서 예상

했던 것과 같이 2P1Z 제어기의 오버슈트가 PI제어기에

비하여 약 0.2 V 감소하였고, 6.8 msec 더 빠르게 감쇄

하여 동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향

이 500 W급 시작품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5. 실 험

그림 10은 PI 제어기와 제안하고자 하는 2P1Z 제어기

의 동특성 차이를 500 W급 시작품을 이용하여 실험적으

로 검증한 파형을 나타낸다. 표 3은 계단 부하응답 실험 조

Fig. 9. Step load response (1.5A to 4A).

건을 나타낸다. 그림 10의 (a), (b)는 PI 제어기를 이용

한 계단 응답 파형을 보여준다. 실험 조건 1에서 전압

파형은 11V의 언더슈트가 발생했으며, 정착 시간은 21.4

msec이다. 실험 조건 2에서 전압 파형은 10V의 오버슈

트가 발생했으며, 정착시간은 19.2 msec이다. 그림 10

(c), (d)는 제안하는 2P1Z 제어기를 이용하여 두 가지

부하 변동에 대한 실험 파형을 보여준다. 실험 조건 1

에서 전압 파형은 9V의 언더슈트가 발생했으며, 정착시

간은 17.3 msec이다. 실험 조건 2에서 전압 파형은 8V

의 오버슈트가 발생했으며, 정착시간은 14.6 msec이다.

표 4와 표 5는 %오버슈트, %언더슈트 및 정착 시간에

대한 예상값과 실제값을 비교한 표이다. 앞서 시뮬레이

션을 통해 %오버슈트는 PI 제어기가 8.2V, 2P1Z 제어기

가 8V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실험에서는 10V,

8V로 각각 나타났다. 정착 시간은 PI 제어기가 20.1

msec, 2P1Z 제어기가 13.3 msec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

측하였지만, 실험에서는 19.2 msec, 14.6 msec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입력 소스 측의 임피던스, 출

력 부하단의 고려되지 않은 임피던스 값에 의해 나타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했던 바와 같이 2P1Z 제어

기의 동 특성이 기존의 PI 제어기에 비하여 오버슈트가

20%, 정착시간이 4.6msec가 향상되었음을 실험을 통하

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평균법을 이용하여 ESR 영

점이 고려된 D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한 모델을 구하였다. 또한 제작하고자 하는

컨버터의 동특성 및 정상상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기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DAB 컨버터의

제어기를 설계함에 있어 기존에 무시되었던 ESR 영점

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2P1Z 제어기와 기존의 PI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500 W급 컨버터 시작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모델의 적절성 및

제어기의 설계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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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step load response.

(a) PI Controller (condition 1) (b) PI Controller (condition 2)

(c) 2P1Z Controller (condition 1) (d) 2P1Z Controller

(condition 2)

제안하는 제어기는 고주파 영역에서 –20 dB/dec의 기

울기를 가지며, PI 제어기에 비하여 오버슈트 20%, 정착

시간 4.6 msec로 동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

인 “저압직류배전망 독립성 실증 연구” 과제의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D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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