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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many researches for DC power distributed system (PDS) are being preformed and the 

importance of the DC PDS is more and more emphasized. Furthermore, in the railway system, the DC PDS 

is used in subway station lighting, facilities, etc. In the DC PDS, DC bus voltage instability may be occurred 

by the operation of multiple parallel loads such as pulsed power load, motor drive system, and constant 

power loads. Thus, good quality and high reliability for electric power are required and voltage bus 

conditioner (VBC) may be used the DC PDS. The VBC is a DC/DC converter for mitigation of the bus 

transients. In this paper, adaptive controller is designed. The simulation results by PSIM are presented for 

validating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1. 서론

  최근 에너지와 지구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및 DC 배전 시스템

의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능형 전력망에서의 DC 배전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지고 있는 바 그 중 철도 배전선로는 역사조명신호, 동력설비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써 양질의 

전력 공급과 더불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DC 배전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과 같이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 부분과 배전부분 그리고 부

하부분으로 구성되어 병렬구조, 직렬구조, 직병렬 구조, 분산형 구조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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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 DC 배전시스템의 구조

      

  

            그림 . DC PDS의 구성                    그림 . DC PDS에 VBC를 연결한 구조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구조의 DC 배전시스템은 그림 와 같이 소스 컨버터와 다양한 부하 컨버터들

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최소 두 번의 전력 변환단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DC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는 부하(Constant Power load)의 입력전압이 

증가하면 부하전류가 감소하고, 전압이 감소할 경우 부하전류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음의 임피던스

(negative impedance)로 인해 입력 LC필터와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 따

라서 이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되는 DC 버스상에서 발생되는 과도상태의 전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

가의 보상장치가 필요하다. VBC는 과도상태에 있는 버스전압을 완화 또는 안정화 시키는 양방향 전력

변환기로써 DC 전력 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을 안정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과 같이 VBC를 

DC 버스에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부하 변동 시 발생되는 과도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를 갖는 양방향 컨버터인 VBC에 적응제어기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PSIM을 사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VBC와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본론

 2.1 VBC의 동작과 설계

  VBC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구조를 띄게 된다. 그림 의 (a)와 (b)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

타낼 수 있는데, 인덕터를 사용하는 전류형 VBC와 대용량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전압형 VBC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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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

그림 . VBC의 등가회로

  그림 의 (a)의 전류형 VBC는 스토리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

상상태 동안의 스토리지 인덕터는 전력손실이 큰 단점이 있다. 또한 부하전류가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보다 크면, 효율적인 제어기 힘든 단점이 있다. 이는 그림 의 (b)와 같은 전압형 VBC로 위의 단점

을 해결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의 크기가 버스전압보다 항상 커야 하므로 항상 

대용량의 스토리지 커패시터를 요구한다. 또한 위의 전압형 VBC는 대용량 전해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는 소용량 커패시터를 가지는 전압형 

VBC의 등가회로이다. 기존의 커패시터보다 약 의 용량을 가진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저장된 전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안된 컨버터를 사용하였다. VC는 DC 버스 전압, CF는 VBC의 스위칭 주파

수를 완화시키기 위한 Filter로 사용되었으며, CST는 스토리지 커패시터이다. LF는 2개의 스위치(Q1, Q2)

가 서로 대칭적으로 짧은 데드타임을 가지면서 On/Off동안에 버스 전압과 스토리지 전압 사이에 전류를 

제한한다. 정상상태의 VBC의 듀티비는 다음과 같다.

                          







  VBC의 소자 값 선정에 있어서 정상상태일 때, 저장 커패시터의 전압을  로 선정하였으며, 펄스

부하가 약 의 전력을 소모하면, 저장에너지는 그 이상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로 선택하여, 커패시터의 값은 
  이다. 정상상태 버스 전압이  일 때, 듀티비는

의 값을 가진다. 인덕터 는 피크-피크 전류의 값을  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GBT의 

스위칭 주파수를  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다. 필터 커패시터 는 전압의 VBC를 버

스전압에 연결하기 않았을 때, 전압의 리플을   로 제한하기 위하여   로 선정하였다. 

그림 . 소용량 커패시터를 가지는 전압형 V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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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VBC의 제어

그림 . VBC의 제어블록다이어그램

  그림 의 제어 블록 선도에 커패시터 전압 는 필터 커패시터에서 직접 측정되어진 전압이며, 커패

시터 전류 는 bus전압 를 고 대역 필터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응제어

기로 표현할 수 있다.  

                  











  
 


 

 식 에서 는 라플라스 연산자이며, 또한 와 는 필터의 절점 주파수와 제어 파라미터이다. 스

위칭 주파수의 인  로 선정하였다. 식 의 극점은 제어기의 전기적 노이즈 내성(electrical 

noise immunity)을 향상시키지만 제어기의 제어 밴드 폭을 제한하기도 한다. 위의 제어기는 하나의 전압

센서를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동시에 DC 버스전압의 불

안정성을 완화시킨다. 또한 제어 파라미터 를 추가시킴으로써  DC 버스전압의 불안정성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제어 파라미터 의 값은 이다. 

 2.3 모의실험결과

 

           (a) VBC가 미 적용된 VBC                         (b) VBC가 적용된 DC PDS

그림 . 모의 실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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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시스템 파라미터

Parameter Value Unit

System power 3 kW

Input Voltage Vin 270 V

Input filter CS 50 uF

Input filter LS 400 uH

Pulsed

Resistor

Load

Power 1 kW

Load On/Off Duty ratio 50 %

Load On/Off frequency 90 Hz

Buck
Converter

Load

Power 1 kW

Load On/Off Duty ratio 50 %

Load On/Off frequency 90 Hz

Motor
Drive
load

Power 1 kW

Speed 1800 RPM

torque 5.3 N·m

  그림 은 VBC가 연결한 경우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의 그림이다. 모의실험의 시스템 파라미터는 표 

에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부하는 철도 배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한 Pulse Resistor 부하  , 

Buck converter 부하  , Motor 부하 를 사용하였다. 그림 의 (a), (b)는 VBC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VBC를 적용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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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BC 적용하지 않은 DC PDS 파형 (b) VBC 적용한 DC PDS 파형

그림 . 모의실험 전체 파형

  

  그림 ∼ 은 각 각의 파형을 확대한 파형이다. 먼저 그림 를 보면 VBC가 적용 유무에 따른 DC 

bus voltage 파형이다. VBC가 미 적용된 DC bus voltage는 순시적으로 ∼ 
로 변동하였으며, 

입력 필터(LS,CS)로 인하여   공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BC가 적용된 DC bus 

voltage는 ∼ 
사이에서 변동을 하였으며, 공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DC bus voltage 그림 . (b) VBC가 적용된 DC bus voltage

  그림 은 VBC의 적용 유무에 따른 Motor drive current 파형이다. VBC가 적용 안 된 파형 (a)는

∼  로 변동하였으며, VBC가 적용된 파형(b)에서 보는바와 같이 ∼  로 완화되었다.

Motor speed

speed ref.
Motor speed

spee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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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Motor drive current 그림 . (b) VBC가 적용된  Motor drive current

  그림 은 VBC가 미 적용된 Buck converter current는 ∼  로 변동하였으며   공진이 발

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BC가 적용된 Buck converter current는 ∼  로 완화되었으며, 공진 발

생이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Buck converter Current

그림 . (b) VBC가 적용된 

Buck converter Current

  그림 은 VBC가 미 적용된 Resistor 전류는 ∼  로 변동하였으며,  의 공진이 발생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BC가 적용된 Buck converter 전류는 ∼  로 완화되었으며, 공진발생이 확

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Resistor current 그림 . (b) VBC가 적용된 Resistor current

  그림 의 Motor speed는 VBC의 유무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속도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otor speed

speed ref.

Motor speed

speed ref.

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Motor speed 그림 . (b) VBC가 적용된 Motor speed

  표 에서는 VBC 유무에 따른 부하 전류/전압의 피크치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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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VBC 유무에 따른 피크전압 / 피크전류 측정치

부하 VBC 미 적용 VBC 적용

DC bus voltage ∼ 
 ∼ 



Pulsed Resistor Load 1[kW] ∼   ∼  

Buck Converter Load 1[kW] ∼   ∼  

Motor Drive Current 1[kW] ∼   ∼  

  다음은 Motor drive current와 Buck converter current의 VBC 유무에 따른 과변조시의 고조파 특성에 대

하여 그림 에 기술하였다. 파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VBC가 적용되었을 때 고조파 함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 (a) VBC가 미 적용된 FFT 파형 그림 . (b) VBC가 적용된 FFT 파형

3. 결론

  본 논문은 DC 철도 배전 시스템에서 CPL의 음의 임피던스로 인한 배전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

여 서브시스템을 효율적이며, 하나의 센서로 소형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향상된 적응 제어법을 제

안하였다. 모의실험에서 CPL에서 발생되는 버스 전압의 과도상태를 VBC의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적절하게 제어하여 전력시스템에 양의 임피던스를 제공하여 CPL에 의하여 초래된 음의 임피

던스를 제거하였다. 실험결과와 제안된 시스템 및 알고리즘은 버스전압을 효율적으로 안정화하며,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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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스템의 전력 품질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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