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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such as wind turbine system are made growth, the necessity about research on 

energy storage system in the wind turbine is on the rise. To minimize DC-link voltage variation additional batteries 

with DC-DC converter prolong PCS(Power Conversion System) in the wind turbine and it is involved in wind turbine's 

life. This paper introduce 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in the wind turbine system and simulate current control 

using PSIM and tested it using 3kW experiment equipment. 

기 호 설 명

  : 배터리 측 전압

 : DC-LINK 측 전압

   : 배터리 측 전류

  : DC-LINK 측 전류

   : 인덕터 전류

   : 듀티 비

1. 서 론

   연료 고갈과 환경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화석 에너지원

을 이용하는 발전보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청정의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재

생에너지시스템 내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한 연구의 필요

성 높아지고 있다. 최신 풍력발전 시스템에는 정전 발생시 

비상 정지하기 위한 피치제어기용 비상전원이 설치되어 있

으며 소규모 전력계통에서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풍력 발전 

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 담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에너

지 저장을 통한 출력 품질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나 수퍼커패시터가 활

용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배터리 기술

의 발전과 대량생산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충방전 

제어를 담당하는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소개하고 시뮬

레이션과 3kW급 하드웨어 실험을 통해 양방향 전류제어기

의 특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2. 양방향 DC-DC컨버터 

2.1 양방향 DC-DC 컨버터 토폴로지

  양방향 DC-DC 컨버터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충방전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특히 풍력발전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풍력터빈을 통해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직류로 바꾸고 

바뀐 직류전기를 3상 계통 시스템에 인가되는 일반적인 풍

력발전의 전력 변환 장치 회로에 DC-LINK에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추가 연결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갑작스런 돌풍의 영향 등으로 풍력 터빈으로부터 발전된 

전기에너지가 불안정할 경우  DC-LINK 전압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압이 상승할 경우 DC-LINK 

커패시터 및 IGBT의 정격에 영향을 미쳐 소자의 파손을 

일으수 있다. 또한 계통 측에서 갑작스러운 전력소비가 있

을 경우 DC-LINK 전압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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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풍력 발전 전력변환장치 구성도

 

  DC-LINK 단에 배터리(또는 배터리를 포함한 DC-DC컨

버터)를 연결시켜 준다면, DC-LINK 전압의 급격한 변동을 

보다 최소화시켜줄 수 있으며, DC-LINK의 전압 안정에 

따라 소자의 수명을 연장 시켜줄 수 있다.

(a)

 (b)                        (c)

그림 2. (a) 양방향 DC-DC 컨버터 토폴로지 

(b) Boost mode (c) Buck mode

  그림 2. (a)는 비절연형 Half-bridge 형식의 양방향 

DC-DC 컨버터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배터리를 방전하기 

위해서는 S2와 D1이 도통하여 부스트 동작을 하게 되며,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S1과 D2를 도통하여 벅 동작을 하게

된다. 이는 그림 2의 (b)와 (c)로 확인 할 수 있다. 

2.2 PI 전류제어기

  그림 3은 일반적인 PI 제어기의 구조를 가지는 전류 제

어기이다. PI 제어기는 오차신호를 적분하여 제어신호를 만

들어내는 적분제어를 비례 제어와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

는 제어 기법으로 정상상태 오차를 없애면서 시스템의 반

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3. 적용된 PI 전류제어기 

  

   (1)

    
   


 (2)

  PI 전류 제어기의 듀티 출력은 리미터에 의해 제한되며, 

안티와인드업 게인()을 통하여 적분기에 연결함으로써 

적분기의 와인드업 현상을 방지한다. 여기서 는 비례이

득이고, 는 적분이득이다. 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듀티

가 증가하면 의 전압이 감소하게 되며 제어기의 리미터

는  있듯이 duty가 1일 경우 이론적으로 출력전압이 무한

대이므로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는 0.8이하로 설정하였다.

3. 시뮬레이션 

  앞서 제안한 전류제어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도

록 한다. PSIM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Visual Studio

의 DLL기능을 이용하여 디지털 제어를 구현한다. 그림 4

는 PSIM 회로도를 나타낸다. block기능을 이용하여 

DC-DC 컨버터의 입력단은 배터리, 출력단은 DC-LINK로 

모델링한다.

그림 4. PSIM 시뮬레이션 회로도

  그림 5. (a)는 전압 제어시 DC-LINK 전압 지령을 500V

로 했을 때의 컨버터 파형이다. duty 비에 따라 인덕터의 

전류가 상승 하강하고, 반전된 모양의 IGBT단의 전압파형

을 확인 할 수 있다. (b)는 인덕터 전류 제어 결과 파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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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 전류 지령을 200[A]에서 -200[A]로 스텝 변화시

켰으며, 이는 전류 제어기의 동특성을 나타낸다. 전류지령이 

200[A]일 때는 배터리가 방전하는 것을 뜻하며 -200[A] 

일 때는 충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마지막 파형인 컨버터 

전력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a)

(b)

그림 5. 시뮬레이션 결과 (a) 기본 동작 확인, (b) 전류 

제어

4. 실험 결과 

  제안한 전류제어기를 실험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3kW급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제작했으며 디지털 제어기로는 

TI사의 TMS320F2812 DSP를 이용했다. 그림 6. (a)처럼 

DC-DC 컨버터의 앞단에 납축전지를 연결하고 출력단은 

3[kW]급 계통연계 인버터를 연결한다. DC-DC 컨버터의 

전압 제어를 실험 할 경우에는 계통 연계 인버터의 전류를 

제어하여 부하량을 변화시키고, 컨버터의 전류제어를 실험

하기 위해서는 계통 연계 인버터를 이용해 DC-LINK 전압

을 제어한다. 그림 6. (b)는 실제 실험세트의 사진을 보여

준다.  

(a) 

(b)

그림 6. (a) 실험 회로도, (b) 실험 세트 구성

  

(a)

(b)

그림 7. 실험 결과 (a) 기본 동작 확인, (b) 전압 제어 

모드에서 부하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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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a)를 보고 DC-DC 컨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a)의 PSIM 시뮬레이

션 결과도 일치한다. 또한, 그림 7. (b)는 DC-DC 컨버터가 

전압 제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부하전류를 1.25[A]에서 

2.5[A]로 스텝 변동을 줬을 때의 동특성을 보여준다. 실험

을 통해 DC-DC 컨버터의 전압 제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전류 제어를 실험 중이다.

5.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양

방향 DC-DC 컨버터의 전류 특성을 알아봤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전압 제어 및 컨버터의 정상적인 동작을 

검증하였다. 단, 전류 제어 실험은 현재 진행 중이며, 

차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LVRT 상황 등 급격한 

DC-LINK 전압 변동 시 이러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한 보상 효과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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