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기용 모듈형 DC/DC 컨버터의병렬 제어 기법

Parallel Control Method of a Modular DC/DC Converter for

Electric Vehicle Chargers

최 혜 원*, 이 교 범*
★

Hye-Won Choi*, Kyo-Beum Lee*
★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arallel control method of a modular DC/DC converter for electric vehicle (EV) chargers. The

EV chargers have been increasing the power capacity using modular converters. There are output current imbalances

between the modules, which ar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impedance, delay of the gate driver, and error of the

sensors. The conventional strategies for the equal distribution of the output current cause the voltage drop or the high

volume and cost of the converters. Therefore, the proposed parallel control strategy effectively balances the output

current of modules using a current compensation method. The proposed strategy is verified by simulations. Additional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added under various condition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용 모듈형 DC/DC 컨버터의 병렬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모듈형 컨버터를

적용하여 출력 전력 용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모듈간 구성 요소의 차이, 게이트 드라이버의 지연, 센싱 오차 등에 의해 출력

전류 불균형이발생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 및 신뢰성 저하를야기한다. 출력 전류 균등 분배를 위한 기존의 기법들은

전압 강하 또는 시스템 부피 및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 보상 성분을 고려한 병렬 제어 기법

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하드웨어 변동없이 출력 전류 균등 분배를 달성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의

성능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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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

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효율, 대전력

의 전기차 충전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전기차 충전기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직접 충

전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직접 충전 방식에는 완

속 충전과 급속 충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완속 충

전 시에는 AC 충전 커플러를 사용하며, 급속 충전

시에는 DC 충전 커플러를 사용한다[3]-[5].

충전기는 모듈형 컨버터 또는 단일형 컨버터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전력 출력을 위하여 단일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손

실이 증가해 시스템의 고효율 달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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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컨버터의 경우, 모듈을 연결하여 탄력적인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대전력을 달성하더라도 단

위 모듈의 용량이 작아 소용량의 반도체 소자를 적

용할 수 있다[6]-[9]. 또한, 충전기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적용하더라도 스위

칭 손실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듈형 컨

버터는 모듈간 구성 요소의 차이, 게이트 드라이버

의 지연, 전압 및 전류 센서의 측정 오차 등으로 인

해 모듈간 출력 전류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덕터 포화 및 스위칭 소자의 손상을 유발하

여 컨버터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저하를 초래한다

[10]. 따라서 여러개의 컨버터가 병렬 연결되어 시

스템을 구성할 경우, 각 컨버터가 동일한 부하를

분담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어가 필요하다[11]-[13].

기존에 연구된 병렬 제어 기법은 모듈간 통신을

이용해 전류 지령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평균 전류

제어와 마스터-슬레이브 제어가 있다[14], [15]. 평

균 전류 제어 기법은 모듈별 전류, 전압 정보를 공

유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모듈별 지령값으로

적용하여 제어하는 기법이다. 마스터-슬레이브 제

어 기법은 마스터 모듈의 전류 및 전압 지령을 공

유받아 마스터 모듈의 지령값을 모든 모듈에 적용

하여 제어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통신 기반 제어

기법은 정확한 전류 분배가 가능하지만, 모듈간 통

신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지며,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 개의 모듈이 고

장나면 전체 시스템 동작이 불가능하므로 신뢰성

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16]. 통신을 이용한 병렬

제어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어 방법으로

는 드룹 제어 방식이 있다. 드룹 제어는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통신이 요

구되지 않는 비통신 기반 제어 기법이다[17]-[18].

또한 한 개의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모듈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드룹

제어 기법은 제어 특성에 따라 출력 전압 강하가

발생하며, 이는 시스템의 출력 전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19].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용 모듈형 DC/DC

컨버터의 병렬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병

렬 제어 기법은 기존 드룹 제어에 의한 전압 및 전

류 강하 성분을 계산하며, 각 모듈의 전류를 보상

하여 전력을 증가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류 보

상을 통해 추가적인 구성 요소 없이 전압 강하 성

분을 저감시키며, 보상된 전류 및 전압으로 목표

출력 전력을 달성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Ⅱ. 모듈형 DC/DC 컨버터

그림 1은 2개의 DC/DC 컨버터가 병렬 연결된 모

듈형 컨버터 구조도로 각 모듈은 독립된 DC 전원과

2개의 MOSFET, 인덕터, 커패시터로 구성되며, 출

력부는 각 모듈이 병렬로 연결되어 부하를 공유한

다. 일반적으로 각 모듈은 그림 2와 같이 독립적으

로 전류, 전압 제어를 수행하고, 모듈간 전류 불평형

을 저감하기 위하여 드룹 병렬 제어를 수행한다.

전류 및 전압 제어는 비례-적분(PI) 제어기로 제

어되며, PI 제어기의 전달함수[1]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KP는 비례(P) 제어기의 이득이며, KI는

적분(I) 제어기의 이득이다.

출력 커패시터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루프 전달 함수, Gc(s)를 계산한다.

Fig. 1. Two parallel connected DC/DC converter.

그림 1. 모듈형 DC/DC 컨버터(2-병렬 연결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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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oop control block diagram of modular DC/DC

converter.

그림 2. 모듈형 DC/DC 컨버터의 드룹 제어 블록도

  


→ 


(2)

식 1과 2를 이용하여 전압 제어기의 폐루프 전달

함수, Gvc(s)를 계산하면 식 3과 같다.






 











 (3)

이때, KPV는 전압 제어기의 비례 이득이며, KIV

는 전압 제어기의 적분 이득을 나타내며, KPV, KIV

는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감쇠비이며, 는 DC/DC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의 차단 주파수이다.

출력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류 제어의 개루프 전달 함수, GL(s)를 계산한다.

  


→ 


(5)

DC/DC 컨버터의 전류 제어를 위한 폐루프 전달

함수, Gcc(s)는 식 1과 5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식 6

과 같다.






 











 (6)

여기서, KPC와 KIC는 각각 전류 제어기의 비례

이득과 적분 이득을 나타내며, KPC, KIC는 다음과

같다.

      
 (7)

이때, 는 컨버터 전류 제어기의 차단 주파수로

통상적으로 전압 제어기의 차단 주파수보다 5배 이

상 크게 설정한다[1].

Ⅲ.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

드룹 병렬 제어는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제어해

전류 분배의 오차를 감소시키는 제어 기법으로, 드

룹 가중치인 Gd를 적용하여 전류 밸런싱 성능을 조

절한다. 드룹 가중치, Gd에 따른 전압, 전류 관계식

은 식 8과 같으며, Gd 크기에 따른 전압-전류 특성

곡선은 그림 3과 같다.

Fig. 3.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 curve of the droop

control according to the droop weight Gd.

그림3. 드룹 가중치 Gd에 따른 전압-전류 특성 곡선


  

  (8)

여기서, V*d는 드룹 제어에 의한 전압 지령이다.

Gd가 큰 경우에는 전압-전류 특성 곡선의 기울

기가 커, 드룹 제어에 의한 전압 지령 V
*
d가 작아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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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parallel control for modular DC/DC converter system.

그림 4.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 제어 블록도

므로 전압 강하 성분이 커진다. 반대로 Gd가 작은

경우에는 전압-전류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 드룹

제어에 의한 전압 강하 성분이 작아진다. 따라서

모듈형 DC/DC 컨버터의 균등 전류 분배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은 2-병렬

DC/DC 컨버터에 적용되었으며, 제어 블록도는 그

림 4와 같다. 각 모듈의 출력측은 병렬 연결되어 부

하를 공유하고, 입력 전원은 절연되어 있어독립적

으로 제어된다. 출력 부하인 Rload는 각 모듈의 선

로 임피던스나 센서의 차이에 의해 모듈별 측정값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듈별 출력 전

류의 불평형을 야기한다. 모듈별 실제 부하, RA,B는

출력 부하, Rload에 선로 임피던스, rload의 합으로 표

현된다. 이때, 모듈별 실제 부하, RA,B는 전류 및 전

압 센서로 측정한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식

9와 같다.

   
  (9)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

존 드룹 제어에서 선로 임피던스, rloadA,B를 드룹 보

상 계수인 Kcomp로 설정한다.

      (10)

드룹 보상 계수인 Kcomp와 부하 저항, Rload를 이

용하여 드룹 제어에 의한 전류 강하 성분을 계산하

면 식 11과 같다.

  
 

  (11)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Input voltage Vdc 600 V

Switching frequency fsw 20 kHz

Inductor of each converter L 2 mH

Capacitor of each converter C 47 μF

Droop weight 1.2

Fig. 5. Characteristic of the parallel control according to

the droop weight (Gd=0.5).

그림 5. 드룹 가중치에 따른 병렬 제어 특성 (Gd=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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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utput voltage, output current, and output power

when low current difference.

그림 8. 모듈간 전류 오차가 작은 경우 출력 전압, 전류,

전력

Fig. 6. Characteristic of the parallel control according to

the droop weight (Gd=1.2).

그림 6. 드룹 가중치에 따른 병렬 제어 특성 (Gd=1.2)

Fig. 7. Output current reference and droop coefficient Kcomp

of each module.

그림 7. 각 모듈의 출력 전류 지령과 드룹 보상 계수 Kcomp

계산된 전류 보상값, Icomp는 기존 전압 제어기 출

력에 의한 전류 지령과 합하여 전류 제어를 수행하

며, 전압 강하 없이 모듈형 컨버터의 전류 균등 분

배를 달성한다.

Ⅳ.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을 통한 모듈형 DC/DC 컨버터의

전류 균등 분배는 PSIM을 통해 모델링되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제어 기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표 1

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대용량의 전

기차 충전기를 모의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2개

의 모듈형 DC/DC 컨버터를 병렬 연결하여 목표

출력 전력을 100 kW로 설정하였다. 각 모듈은 절

연되어 있어 독립적인 DC 전원을 갖고, 출력측 선

로 임피던스는 모듈별로 오차를 갖도록 설정하여

모듈간 전류 분배 불균형을 모의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은 기존 드룹 제어 기법에서 드

룹 가중치인 Gd에 따른 제어 성능 비교 시뮬레이

션 결과를 나타낸다. 모듈간 병렬 제어 시에 드룹

제어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드룹 가중치에 따

라 전압 강하가 발생하며, 전압 강하에 따라 출력

전력이 감소된다. 그림 5는 Gd를 0.5로 설정하여 전

압 강하 성분은 약 50 V이고, 약 8 A의 전류 불평

형이 존재한다. 반면, 그림 6은 드룹 가중치를 1.2

로 설정한 결과로 전압 강하 성분은 약 120 V이지

만, 전류 불평형은 약 3 A로 감소된다. 드룹 가중

치에 따라 전압 강하와 모듈간 전류 불평형은 서로

상충 관계이므로 적절한 값으로 선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의 성능 분석

을 위하여 드룹 가중치를 1.2로 설정하였다.

그림 7은 모듈별 전류 지령과 드룹 보상 계수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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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utput voltage, output current, and output power

when high current difference.

그림 9. 모듈간 전류 오차가 큰 경우 출력 전압, 전류, 전력

Kcomp를 나타낸다. 0.6초 이전에는 선로 임피던스

오차에 의해 모듈간 전류 불평형이 존재한다. 0.6초

이후에 드룹 보상 계수를 계산하고, 0.8초 이후에

전류 보상 성분을 적용하여 출력 전류 강하 성분을

저감시켰다. A 모듈의 전류 지령이 B 모듈의 전류

지령보다 크므로 전류 보상 계수, Kcomp는 B 모듈

보상 계수, Kcomp_B가 A 모듈의 보상 계수, Kcomp_A

보다 큰 값을 갖는다.

그림 8과 그림 9는 제안하는 병렬 제어 기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모듈간 선로 임피던

스 차이에 의한 전류 오차 및 전압 강하에 따른 제

어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8은 선로 임피던스의

차이가 작아 모듈간 전류 오차가 약 10 A인 경우

의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그림 9는 선로 임피던스

의 차이에 따른 모듈간 전류 오차가 약 15 A인 경

우를 나타낸다. 0.6초 이전에는 드룹 제어기를 적용

하기 전으로 모듈간 출력 전류 오차가 존재한다.

0.6초 이후에 드룹 제어를 적용하여 모듈간 전류

오차가 감소하지만,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제안하

는 기법을 적용한 0.8초 이후에는 그림 7과 같이 드

룹 보상 계수, Kcomp를 통해 보상 전류를 주입하였

다. 전류 오차와 전압 강하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

듈간 전류가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전압 강하없

이 목표 출력 전력인 50 kW를 달성하였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용 모듈형 DC/DC

컨버터의 병렬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모듈형 컨

버터는 각 모듈의 구성 요소와 게이트 드라이버의

오차나 전류, 전압 센서의 오차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 및 신뢰성 저하를 야기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전압 강하 성분

을 계산하여 기존 전류 지령에 전류 보상값을 추가

하여 전력 감소없이 모듈간 전류 균등 분배를 달성

하며, 목표 출력 달성을 통해 모듈형 전기차 충전

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제안하는 기법의 제어

성능 및 타당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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