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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tteries are widely used for energy storage, such as ESS(Energy Storage System), 

electric vehicles, electric aircraft, and electric powered ships. Among them, a 

submarine uses a high power battery for an energy storage. When the battery of a 

submarine is discharged, a diesel generator generates AC power, and then AC/DC 

power converter change AC power to DC power for charging the battery.　Therefore, 

in order to lower the current capacity of the diesel generator, it is necessary to use 

an AC/DC converter with a high input power factor. And, a power converter with a 

large power capacity must have high stability because it can lead to a major accident 

when a failure occurs. However, the control algorithm using the traditional PI 

controller is difficult to satisfy stability and dynamic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design the high power AC/DC converter with high input power factor for battery 

charging systems. And, we propose a stable control algorithm.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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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수단으로 ESS(Energy Storage 

System), 전기자동차, 전기항공기, 전기추진선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한다. 잠수함은 배터리가 방

전되면 디젤 발전기를 통해 AC 전력을 발생시킨 

후, AC/DC 전력변환장치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시

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디젤 발전기의 전류 용량

을 낮추기 위해서는 AC/DC 컨버터의 입력 역률

과 THD(Total Harmonic Distortion)가 높아야 

하며, 대용량을 가지는 전력변환장치는 고장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

아야 한다. 

배터리 충전기를 위한 제어기는 일반적으로 선

형제어기인 비례적분(PI)제어기가 주로 사용된다

[1-2]. PI 제어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구현이 쉬운 

장점을 가지지만 무부하 상태에서는 DC/DC컨버

터의 출력 LC필터 특성으로 인해 낮은 안정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제어기 이득에 제한이 걸리고, 

낮은 이득은 제어기의 속응성을 느리게 하여 동특

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C 필터

에 댐핑 저항 또는 더미부하를 장착하기도 하지

만, 이는 시스템의 효율을 감소 시킨다[3-6]. 따라

서 안정성과 동특성을 모두 만족하면서, 높은 효

율을 가지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 설계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방식의 제어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

기위한 설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충전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개발된 전력변환장치

는 높은 입력 역률을 가지고 대전류 배터리 충전

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PI제어에 

제안하는 에러 보상함수를 추가하여 제어 안정성

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식의 타당성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2.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

2.1 AC/DC 정류기

3상 다이오드 정류기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가

장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입력 전류에 저차 고조

파가 크게 포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대

전력이 사용되는 대형선박의 전기추진시스템에서

는 고조파에 의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의 AC/DC 정류기인 6펄스 다이오드 정류기의 제

어응답성, 입력전류의 THD, 입력역률 등을 개선

(a)

(b)

Fig. 1 12-pulse diode rec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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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를 많이 채

용하고 있다. 

그림 1(a)는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를 나타낸

다.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는 6펄스 다이오드 정

류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정류기 입

력 단에 두개의 변압기 뱅크가(Y-Y 결선 및 Y-△ 

결선) 한 쌍의 브릿지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사용

된다. 그림 1(b)는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의 입

력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12펄스 다이오드 정류

기 입력전류에 대한 푸리에 급수를 전계하면 식 

(1)과 같다. 또한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의 평균

전압은 식 (2)와 같다.

  
  

∞










± 


sin± 




 (1)

 


   (2)

한 브릿지에 공급되는 삼상 전압은 다른 브리

지에 공급되는 삼상전압과 위상각이 30°차를 가

진다. 또한, 12펄스 위상제어 정류기가 6펄스 위

상제어 정류기에 비하여 입력 전류파형이 정현파

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류전원 

측의 제 5 및 7 고조파가 효율적으로 제거되어 

고조파 제거를 위한 필터 설치비용이 상당히 감소

된다. 추가적으로 12펄스 브릿지에서는 DC 전압 

리플이 감소되고 제 6, 18 고조파가 제거된다. 

즉, 6펄스 브리지에서는 직류 측에 6의 배수들의 

고조파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12펄스 브리지는 단

지 12배수들의 고조파만이 발생한다. 12펄스 위상

제어 정류기를 사용할 경우 입력전류 THD는 

10[%], 입력역률은 0.9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필터를 장착하여 5[%]이내로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배터리 충전장치를 개발

하기 위하여 입력측 역률 및 THD 개선 효과가 

큰 12펄스 정류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충력전압은 

별도의 감압 컨버터를 사용하는 배터리 충전장치

를 개발한다.

2.2 DC/DC 컨버터

전력변환기 대용량화를 위한 병렬 운전에는 크

게 그림 2와 같이 전압공유방식과 전류공유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a)는 전압공유 병렬 

(a)

(b)

Fig. 2 DC/DC converter configurations for the 

parallel operation (a) voltage sharing type 

(b) current sha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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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용 DC/DC 컨버터를 나타내며, 전류용량을 

크게 하여 전력변환기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식

이다. 그림 2(b)는 전류공유 병렬 운전용 DC/DC 

컨버터를 나타내며, 전압용량을 크게 하여 전력변

환기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할 배터리 충전기의 최대 전압은 1000[V]이

하이기 때문에, 대용량화를 위해서는 그림 2(a)와 

같은 전압공유방식이 타당하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를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4 병렬 인터리브드 DC/DC 

컨버터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인덕터, 스위치는 병렬로 연결된 형태이지만 

출력 커패시터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다상 감압 

컨버터는 단일 감압 컨버터의 병렬제어로써 정의

할 수 있으며, 인터리브드 방식으로 제어하여 입

력전압을 감압한다. 여기서 인터리브드 방식이란 병

렬로 연결된 단일 감압 컨버터의 개수(N)에 따라 스

위칭 신호를 생성하는 기준파(Carrier wave)를 

360°/N 만큼 위상 지연을 가지고 동일한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로 스위칭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상 감압 컨버터는 입력전류가 병렬 연결된 

단일 감압 컨버터에 각각 분배되기 때문에 소자의 

전류정격 및 전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입력전류는 각각의 단일 감압 컨버터의 입력전류

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전류 리플을 저

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출력전압 리플을 저감할 

수 있다. 인덕터의 용량은 1/2배로 줄어들게 되어

도 단상 감압 컨버터와 같은 입력전류 리플크기를 

얻을 수 있고 특정 시비율(Duty)에서는 단상 감압 

컨버터의 입력전류 리플크기보다 더 작은 입력 전

류 리플크기를 얻을 수 있다. 단상 감압 컨버터는 

입력전류 리플과 출력전압 리플이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반면 인터리브드 방식 또는 다상화 되었을 

때는 특정 듀티에서 입력전류 리플과 출력전압 리

플이 거의 없는 특성도 있다. 듀티에 따른 컨버터

의 출력 특성은 단일 감압 컨버터의 특성과 동일

하다. 그림 4는 2상 인터리브드 컨버터의 스위칭 

신호에 따른 인덕터 전류 리플을 나타낸다. 

Fig. 3 The 4-parallel interleaved DC/DC 

converter for high power capacity

Fig. 4 An inductor current ripple of 2-phase 

interleav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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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컨버터에서 1/N 구간에 해당되는 듀티에서 

전류리플이 0이 된다. 예를 들어 2상인 경우는 

D=0.5일 때 영 전류 리플을 갖게 되고, 3상인 경

우는 D=0.33, D=0.66 일 때 영 전류 리플을 가

지게 된다. 그리고, 4상인 경우는 D=0.25, 0.5, 

0.75일 때 영 전류 리플이 나타난다. 

그림 4는 2상 인터리브드인 경우의 인덕터 전

류를 나타낸다. 두 게이트 신호 S1과 S2는 180도

의 위상차를 가짐으로써 각 상의 리플 성분이 서로 

상쇄되어 출력 리플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3 배터리 충전 제어 알고리즘

Fig. 5 Conventional PI controller for Bettery 

chargers

그림 5는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 사용 되는 일반

적인 CC/CV(Constant current/Constant voltage)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안쪽 루프(Inner loop)

제어기는 전류제어를 나타내며, 바깥쪽 루프

(Outer loop)는 전압제어를 나타낸다. 전압 및 전

류제어기를 일반적으로 비례적분(PI)제어기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압제어기의 전압 지령치는 

충전을 위한 배터리의 최대전압으로 셋팅되고, 전

압제어의 출력은 안쪽루프의 전류제어기 지령치로 

사용된다. 이때, CC모드의 전류는 전류 지령 리미

터(CC_set)에 의해 충전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례적분제어기는 부하전류가 큰 경우

에는 안정적으로 제어 되지만, 부하가 작아 컨버

터의 리액터 전류가 불연속인 경우에는 제어의 안

정성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하가 

적은 경우 인덕터의 불연속 전류로 인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어기 이득을 높일 수가 없

다. 이러한 제어기의 낮은 이득은 제어기의 속응

성을 느리게 하고, 부하변동과 같은 동특성이 낮

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

과 동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미부하를 장착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더미부하는 시스템

의 안정성과 통특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저항으

로 인하 손실이 증가하여 시스템 효율을 저감시키

는 단점이 있다.

시스템의 동특성을 개선하면서 부하가 적은 경

우에도 안정화를 위지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따른 

가변이득 제어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함수와 3제곱 함수를 사용한 에러 보상기 

함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가변이득 제어 구조

를 구현 할 수 있다.

Fig. 6 Proposed linear-cube error compensation

그림 6은 제안된 에러 보상기 함수를 나타낸다. 

전압제어기의 에러 En(s)는 식 (3)과 같으며, PI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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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3)

Ec(s)는 En(s)를 제안된 함수를 통해 정규화된 

에러를 의미한다. 제안된 에러 보상기 함수는 식

(4)에 나타내었다.


  


   근접도계수 (4)

식 (4)는 1차 선형 함수와 3차 함수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근접도 계수 α에 의해 그 특성이 달

라진다. 근접도 계수 α는 1에 가까울수록 식 (5)

와 같이 1차 선형 함수가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식 (6)과 같이 3차 함수가 된다. 즉, 그림 6을 통

해 알 수 있듯이 3차 함수에 가까울수록 에러가 

적은 영역에서는 제어기 이득이 적게 되는 구조가 

되어 경부하에서 응답특성은 늦어지게 되지만, 안

정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7은 제안된 

에러 보상기 함수를 적용한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

를 나타낸다.

Fig. 7 Proposed PI controller with the linear-cube 

error compensation

        (5)

  
      (6)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3.1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8은 기존의 PI제어기를 사용한 경우, 부하 

(a)

(b)

(c)

Fig. 8 Dynamic characteristic of conventional PI 

controller (a) output voltage and current 

according to load change (b) full-load to 

no-load (c) no-load to full-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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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따른 출력전압 변동 특성을 나타낸다. 전

압 지령치는 600[V]이며 전부하(100%)상태에서 

무부하(0%)로 부하변동을 주고, 다시 무부하(0%)

에서 전부하(100%)로 부하를 가변하여 제어기의 

동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제안된 에러 보상 제어기에 의한 시

뮬레이션 파형이다. 전부하에서 무부하로 변동될 

때의 오버슈트(△V)는 기존의 PI제어기는 약 4[%]

인 23.7 [V]로 나타났고, 제안된 에러 보상 제어

기는 약 2.1[%]인 12.3 [V]로 나타났다. 또한 무

부하에서 전부하로 가변한 경우의 오버슈트는 기

존의 PI제어기는 약 3.2[%]인 19.8 [V]이며, 제안

된 에러 보상 제어기는 약 1.6[%]인 9.5 [V]로 나

타났다. 제안된 방식을 사용한 경우 전부하 변동

에서 2.1[%]이내의 전압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전부하에서 무부하 

변동 시에는 51.9%, 무부하에서 전부하로 변동 시

에는 48.0%로 오버슈트의 크기가 감소함을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0은 4상 인터리브드 컨버터의 각 인덕터 

전류를 나타낸다. 각 전류 리플은 90°의 위상차

를 가지며, 각 인덕터가 동일하게 출력전류를 분

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Inductor currents of 4-parallel interleaved 

converter

3.2 실험 결과

그림 11은 대용량 충전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a)

(b)

(c)

Fig. 9 Dynamic characteristic of proposed PI controller 

with the linear-cube error compensation (a) 

output voltage and current according to load 

change (b) full-load to no-load (c) no-load to 

full-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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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크게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와 변압

기, DC/DC컨버터용 IGBT 스택, LC필터, 수냉시

스템 그리고 컨트롤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는 변압기 입력측 전압과 전류 파형을 나타낸

다. 전압 전류파형이 동상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림 13과 14는 CV제어를 하는 경우, 각각 무

부하에서 전부하상태로 변동하였을 때의 정착시간

과 전압변동을 나타낸다. 제어기는 그림 7의 제안

된 에러 보상함수를 추가한 CC/CV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대용량 충전시스템의 개발 조건은 전

압 변동률은 정격 전압의 20 [%]이내이며, 정착 

시간은 200 [ms]이내이다. 그림 13,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착시간은 131 [ms], 전압 변동은 

63.2 [V]로 계측되어 개발 조건 이내에서 정상 동

작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와 16은 전부하상태에

서 무부하 상태로 변동할 때의 정착시간과 전압변

동을 나타낸다.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무부하 

조건에서 시스템은 낮은 안정성을 가진다. 그림 

15, 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착시간은 104 

[ms], 전압 변동은 67.2 [V]로 계측되어 시스템이 

안정함을 보이고, 개발 조건 이내에서 정상 동작

Fig. 11 Configuration of high power battery 

charger

Fig. 12 Input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phase-a

Fig. 13 settling time of output voltage (no-load 

to full-load)

Fig. 14 output voltage drop (no-load to full- load)

Fig. 15 settling time of output voltage (full-load 

to no-load)

Fig. 16 output voltage drop (full-load to no-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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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에러 보상기를 

이용한 가변이득 PI제어 구조를 통해 동특성을 높

이고, 제어 안정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잠수함용 대용량 배터리 충전기

를 개발하기 위해 AC/DC 전력변환장치를 설계하

였다. 12-펄스 다이오드 정류기를 사용하여 높은 

입력 역률을 만족하여 디젤 발전기의 전류 용량을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대전류 시스템에 적합한 

4병렬 DC/DC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출력 전류 

리플을 저감하기 위해 인터리브드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충전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PI제어기에 에러 보상 함수를 제안하여 

가변이득 제어 구조를 구현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을 높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를 통해 개발된 대용

량 충전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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