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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재생 에 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ESS 

(Energy Storage System) 등과 효율 인 연계가 가능

한 DC 배 에 한 기 가 높아지고 있다[1]. 충방 이 

가능한 기 에 지원에 해당하는 ESS, V2G와의 연계

를 해 이들 사이의 력 흐름을 제어할 양방향 

DC-DC 컨버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C 배 에 리 이용되는 양방향 DC-DC 컨버터 토

폴로지로 DAB(Dual-Active-Bridge) 컨버터가 있다. 

DAB 컨버터는 Full-Bridge 사이의 상차를 조 하여 

양방향 력 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2개의 포트를 가

지는 DAB 컨버터는 DC 유닛의 수가 증가할수록 필요

한 컨버터의 수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체 시스템의 

부피가 증가하며 시스템에 필요한 소자의 수도 증가하

여 력 도와 가격 인 측면에서 불리한 이 있다. 따

라서 여러 개의 입출력 포트를 가지는 멀티포트 컨버터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2].

  3개의 포트를 가지는 TAB(Triple-Active-Bridge) 컨

버터는 DC Bus와 부하, ESS를 하나의 컨버터로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2포트 컨버터 비 소자의 개수

를 일 수 있어 력 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설치 단가 

감 한 기 할 수 있다[3]. 기존의 TAB 컨버터는 그

림 1(a)와 같이 하나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DC 유닛들을 

연결한다. 이 구조에서는 포트 간의 력 커 링 문제가 

발생한다. 력 커 링 문제를 해결하기 한 토폴로지

로 그림 1(b)와 같이 Multiple-transformer TAB 컨버터

가 제안된 바 있다[4]. 그러나 해당 토폴로지에서는 기존

의 TAB 컨버터와 달리 부하와 ESS가 연결된 2차 측과 

3차 측간에 등가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아 직 인 

력 달이 불가능하다[4]. 따라서 계통 고장, VSC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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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ircuit diagrams of TAB converters. (a) Conventional 

single-transformer structure, (b) Multiple-transformer structure.

등 Blackout이 발생하여 DC Bus로부터 력을 공 받

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어 방법으로는 부하에 

원을 지속 으로 공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별도의 

제어 방법을 필요로 한다.

  DC 배 에서의 TAB 컨버터는 계통의 상태에 따라 

기존의 제어 방법인 계통연계 모드와 단독운  모드 두 

가지의 제어 기법으로 동작할 수 있다[5]. 계통연계 모드

는 DC Bus로부터 력을 공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동

작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독운  모드는 Blackout으

로 인해 DC Bus로부터 력을 공 받지 못하는 상태에

서 동작하며, ESS에서 부하로 력이 달된다.

  같은 토폴로지에서도 제어 기법에 따라 컨버터의 동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안한 단독운  모드 제어 

기법에서는 기존의 제어 기법을 사용했을 때와 력 

달 경로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어 기법에 한 안정

도와 성능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때 소신호 모델을 

응용하면 제어 기법을 용한 컨버터에 한 주 수 응

답  동특성을 사 에 악할 수 있다. 한 휴리스틱 

기법에 비해 보다 효과 인 제어기 설계가 가능하며 부

하에 따른 압 변동률, 제어기의 상  안정도 등을 설

계 과정에서 미리 분석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계통연계 모드 제어 방법에서

의 Blackout에 한 신뢰성을 개선하기 해 단독운  

모드에서의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 컨버터

의 계통연계 모드, 단독운  모드 각각에서의 소신호 모

델을 구하여 제안하는 제어 기법의 안정도와 동특성을  

Fig. 2. Phase shift transition from the grid connected mode 

to the proposed islanding mode.

확인하고 컨버터의 동특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한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제어 기법과 소신

호 모델의 성,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  안정성을 

시뮬 이션과 1kW  컨버터 시작품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 단독운  모드 제어 기법

  계통 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TAB 컨버터는 기존의 

계통연계 모드로 동작한다. 그림 2에서 계통에 연결된 1

차 측 상(ϕ1)은 0으로 고정되고, 부하와 ESS에 연결된 

2차와 3차 측 상(ϕ2, ϕ3) 각각은 서로의 향 없이 1차 

측과의 력 흐름에 따라 독립 으로 제어된다.

  그러나 Blackout으로 DC Bus와의 력 달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TAB 컨버터는 단독운  모드에서 동작

하며 3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력 달이 이루어진다. 3

차 측에서 1차 측으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달되는 

력이 동일하므로 2, 3차 측의 상(ϕ2, ϕ3)이 1차 측 

상(ϕ1)을 기 으로 같은 상차를 가지고 상보 으로 

제어된다. 따라서 1차 측의 커패시터 압은 부하의 변

화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

3. T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링

 

  Multiple-transformer TAB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 상

태 변수로는 2차와 3차 측의 커 링 인덕터의 류 iL2, 

iL3와 필터 커패시터의 압 vc2, vc3를 사용한다. 변압기

와 커 링 인덕터에 걸리는 압은 Full-Bridge 스 칭

에 의해 주기 으로 극성이 환된다. 이를 스 치 함수

로 나타내어 미분방정식에 활용한다[7],[8]. 커 링 인덕터

의 형은 주기를 가진 AC 성분이므로 한 주기의 평균

을 용하면 0이 되어 상태 공간 평균 모델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미분방정식의 각 항을 푸리에 변환하여 일

반화 평균 모델(General Average Modeling, GAM)을 

구함으로써 소신호 모델을 유도한다. 0차 항을 통해 DC 

성분을, 1차 항을 통해 AC 성분을 반 하 으며, 2차 

항 이상은 모델의 복잡도와 제어기 설계의 용이성을 고

려하여 생략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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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Vs, Vt 380 V Po (max) 1 kW/Port

C1 , C2, C3 940 uF fs 50 kHz

L 2 , L 3 190 uH RLoad 144 Ω

Rc1, Rc2, Rc3 80 mΩ N2  /N1 1

TABLE I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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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de plots of control-to-output transfer function of 

TAB converter operating in grid connected mode.

  계통연계 모드와 단독운  모드는 컨버터 제어 방법

과 력 달 방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림 3, 그림 

4와 같이 각 모드는 서로 다른 소신호 모델을 가진다. 

제어기 설계를 해 제어변수( 상천이)  출력 압 소

신호 모델을 유도하 으며, 검증을 해 PSIM 소 트웨

어의 AC Sweep 시뮬 이션으로 TAB 컨버터의 두 모

드에서의 주 수 응답을 구하 다. 이론 모델(실선)과 

시뮬 이션 모델( )의 결과를 비교하여 소신호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3.1 계통연계 모드에서의 소신호 모델

  계통연계 모드로 동작하는 TAB 컨버터는 2차 측과 3

차 측이 독립 으로 동작한다. 미분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iL2, iL3은 커 링 인덕터 류를, vc1, vc2는 필터 커패

시터 압을 의미한다. RLoad2, RLoad3는 각각 2차, 3차 측

의 부하 항을 의미한다. 실선으로 표시된 2차 측의 상

태 변수 iL2, vc2와 선으로 표시된 3차 측의 상태 변수 

iL3, vc3는 서로 비동조화되어 있으며, 각각은 DAB 컨버

터의 소신호 모델[7]과 동일하게 표 된다. 식 (1)로부터 

유도한 제어변수( 상천이)  출력 압 소신호 모델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의 계통연계 모드에서의 소신호 모델에 설계 사

양 표 1을 용하면 그림 3의 주 수 응답 곡선을 나타

낼 수 있다. Nyquist 주 수에 가까워지는 고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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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면 이론 모델과 시뮬 이션 모델이 잘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단독운  모드에서의 소신호 모델

  단독운  모드로 동작하는 TAB 컨버터의 소신호 모

델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안한 단독운  모드에서

는 ESS에 연결된 3차 측의 상이 DC Bus에 연결된 1

차 측의 상보다, 1차 측의 상이 부하가 연결된 2차 

측의 상보다 같은 값만큼 앞서 있다. 이를 스 치 함

수로 나타내면 식 (3)과 같이 표 된다. 

            (3)

  d는 1차 측과 2, 3차 측간의 상차를, T는 스 칭 주

기를 의미하고 s1, s2, s3는 각 포트의 Full-Bridge에 의

해 환되는 극성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여 미분방정

식을 구하면 식 (4)으로 표 된다. 

    (4)

  iL2, iL3은 커 링 인덕터 류를, vc1, vc2는 필터 커패

시터 압을 의미하며, RLoad는 각각 2차, 3차 측의 부하 

항을 의미한다. 계통연계 모드의 미분방정식과 달리 

단독운  모드에서는 력이 2차, 3차 측의 커 링 인덕터

와 필터 커패시터를 모두 경유하므로 상태변수들이 서

로 동조화되어있다.

  식 (4)에 푸리에 수를 용하여 0차 항과 1차 항의 

실수, 허수 항을 각각 구하면 식 (5)의 소신호 모델을 

구할 수 있다. 모델은 6×6 행렬식으로 구성되며, ϕ̂의 단

일입력과 <v̂s>0의 단일출력을 가진다. 식 (4)의 상태 변수 

는 푸리에 수 항으로 표 된다. <x>0는 x항의 0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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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de plots of control-to-output transfer function of 

TAB converter operating in the proposed islanding mode.

Fig. 5. Bode plots of control-to-output frequency response 

variations operating in the proposed islanding mode 

according to filter capacitance variations.

을, <x>1R, <x>1I는 각각 x항의 1차 실수 항과 1차 허수 

항을 나타낸다.

  식 (5)의 제어변수( 상천이)  출력 압 소신호 모

델에 설계 사양 표 1을 용하면 그림 4의 주 수 응답 

곡선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단독운  모드

에서의 제어 기법이 안정 임을 보 다. 그림 5는 필터 

커패시턴스값 변화에 따른 제어변수( 상천이)  출력

압 주 수 응답의 향을 나타낸다. 필터 커패시턴스

의 값이 커지면 압 리 과 부하에 따른 압 변동률

이 감소하나, 달함수의 극 과 이 주 수로 이

동하여 컨버터의 체 인 동특성이 느려진다. 따라서 

설계 사양 선정 시 필터 커패시턴스의 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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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신호 모델을 고려한 제어기 설계  

동특성 측

4.1 소신호 모델을 고려한 PI 제어기 설계

  그림 6, 그림 7(a)와 (b)는 계통연계 모드와 단독운  

모드에서의 소신호 모델을 고려하여 설계한 제어루 와 

루  이득 곡선을 나타낸다. 루  이득 곡선에는 제어기

의 5kHz로 설정된 주  통과 필터에 의한 향을 고

려하 다. 두 소신호 모델의 고주 수 역이 서로 유사

하므로 같은 제어기 게인 값을 사용하여 제어기 루  

이득 교차 주 수 fc를 유사한 값으로 설계하 다. 따라

서 계통연계 모드와 단독운  모드 간에 일 된 상  

안정도를 갖도록 하 다.

  PI 제어기는 계단 부하 응답에서 압 변동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면서[9] 60° 이상의 상 여유를 갖도록 

Fig. 6.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TAB converter.

(a) 

(b)

Fig. 7. Bode plots of loop gain frequency responses of the 

TAB converter. (a) Grid connected mode, (b) Islanding 

mode.

설계되었다. 극 은 원 에, 은 제어변수  출력

압 소신호 모델의 상이 가장 낮은 지 인 426.7rad/s 

(67.91Hz)에 배치하 으며, 제어기의 이득을 증가시켜 

루  이득의 교차 주 수 fc를 증가시키면 고주  외란

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고[10], 이득을 감소시켜 교차 주

수 fc를 감소시키면 상 여유가 감소하고 동특성이 느

려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설계된 제어기가 한 

성능을 갖는다고 단된다.

4.2 동특성 측

  컨버터의 계단 부하 응답은 개루  출력 임피던스 소

신호 모델과 루  이득 달함수로부터 계산된 식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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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Step load response estimation from the small-signal 

models. (a) Grid connected mode, (b) Islanding mode.

폐루  출력 임피던스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1




p

o

Z s
Z s

T s
                 (6)

  폐루  출력 임피던스에 한 출력 류 변동치의 계

단 입력을 라 라스 역변환하여 시간 역으로 변환하

면 식 (7)과 같이 출력 압의 과도 상태에 한 수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6].

              (7)

  그림 8은 해당 과정을 통해 측한 TAB 컨버터의 부

하 측 출력 압 계단 부하 응답을 그래 로 나타낸 것

이다. 부하의 변동에 따라 동작 이 이동하므로 부하

(100W)로의 계단 부하 응답에는 100W 부하의 소신호 

모델을, 고부하(1kW)로의 계단 부하 응답에는 1kW 부

하의 소신호 모델을 사용하 다. 

(a)

(b)

Fig. 9. Simulation waveforms of step load responses (100 

W to 1 kW, 1 kW to 100 W).　(a) Grid connected mode, 

(b) Islanding mode.

5. 시뮬 이션

  그림 9는 표 1의 TAB 컨버터와 설계한 제어기의 동

특성을 확인하기 해 계통연계 모드와 단독운  모드

에서의 계단 부하 응답 특성을 시뮬 이션으로 나타낸 

것이다. 소신호 모델을 통해 측한 동특성이 시뮬 이

션과 유사함을 확인하 으며, 제어기가 설계 기 에 부

합함을 보 다. 2차 측의 부하를 변동시키며 출력 압

을 확인하 고, 계통연계 모드에서는 3차 측의 부하를 

1kW로 고정시키고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컨버터의 

스 칭에 의해 발생하는 압 리 은 소신호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형을 이동평균(Moving Average)

하여 스 칭의 향을 배제하 다.

6. 실  험

  TI사의 F28379D DSP로 설계한 제어기를 구 하고 

TAB 컨버터의 1kW  시작품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그림 10은 제안한 단독운  모드 제어 기법의 

동작 형을 나타낸 것이다. DC Bus와 연결된 1차, 부

하와 연결된 2차 측의 압이 안정 으로 제어되었으며, 

1차 측에 한 2차, 3차 측의 상차가 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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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Experimental waveforms of the proposed islanding 

mode. (a) Voltage waveforms of bridges, (b) Current 

waveforms of coupling inductors.

제어되며 력이 달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기존의 계통연계 모드와 제안한 단독운  

모드에서의 계단 부하 응답 실험 형을 나타낸 것이다. 

2차 측의 부하를 조 하며 출력 압을 확인하 고, 계

통연계 모드에서는 3차 측의 부하를 1kW로 고정시키고 

실험을 진행하 다. 표 2, 표 3은 소신호 모델 측값와 

시뮬 이션, 실험의 계단 부하 응답에 한 오버슈트, 

언더슈트, 정착시간을 비교한 표이다. 소신호 모델 측

값과 실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에서 소신호 모델

이 컨버터의 동특성을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실

험에서의 오차는 소신호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은 원 

소스의 출력 임피던스, 자부하장치의 슬루 이트  

입력 임피던스에 의해 나타난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Multiple-transformer TAB 컨버

터의 단독운  모드 동작을 한 제어 기법은 Blackout 

상황에 해 기존의 계통연계 모드 제어 기법 비 높

은 신뢰성을 기 할 수 있다. 해당 제어 기법의 상  안

정도와 동특성을 확인하고 제어기를 설계하기 해 계

통연계 모드와 제안한 단독운  모드에서의 소신호 모

델을 유도하 다. 시뮬 이션 모델과 주 수 응답을 비교

하여 소신호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 으며, 설계 목표를 

만족하는 PI 제어기를 설계하 다. 라 라스 역변환을 

통해 시간 역에서의 계단 부하 응답을 측하고 시뮬

이션과 1kW  컨버터 시작품을 이용한 동작 실험과  

Grid Connected Mode
Undershoot, Overshoot/Settling Time

100 W to 1 kW 1 kW to 100 W

Expectation -2.40 V 13.4 ms 1.99 V 11.0 ms

Simulation -2.19 V 13.0 ms 1.93 V 10.5 ms

Experiment -2.05 V 11.0 ms 2.12 V 8.1 ms

(a)

(b)

Fig. 11. Experimental waveforms of step load response 

(100 W to 1 kW, 1 kW to 100 W).　(a) Grid connected 

mode, (b) Islanding mode.

TABLE Ⅱ 

STEP LOAD RESPONSE ANALYSIS

계단 부하 응답 실험을 통해 제안한 제어 기법의 안정

도와 동특성을 비교하 다. 결과 으로 제안한 단독운  

모드 제어 기법의 성, 유도한 소신호 모델의 정확성

을 AC Sweep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하 으며, 유도한 

모델을 통해 Multiple-transformer TAB 컨버터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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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ing Mode
Undershoot, Overshoot/Settling Time

100 W to 1 kW 1 kW to 100 W

Expectation -2.30 V 13.1 ms 1.93 V 10.6 ms

Simulation -2.25 V 12.5 ms 1.94 V 10.5 ms

Experiment -1.88 V 10.6 ms 2.02 V 7.35 ms

TABLE Ⅲ

STEP LOAD RESPONSE ANALYSIS

연계 모드, 제안한 단독운  모드에서의 동특성을 효과

으로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 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9381010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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