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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 컨버터는 벅, 부스트, SEPIC, 척 등 다양한 토폴로지를 통해 전압을 변환합니다. DC-DC 컨버터는 디지털 
제어를 통해 동작 범위에 걸쳐 전력 품질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전원과 부하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Simulink®를 이용한 시스템 수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어떻게 DC-DC 컨버터용 디지털 제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Simulink를 이용하면 하나의 개발 환경에서 다수의 설계 방안과 동작 사례를 시뮬레이션하고 탐색함으로써, 설계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시스템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델은 요구조건 개발부터 설계, 구현, 테스팅에 
이르는 모든 개발 활동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SEPIC(Single-Ended Primary-Inductor Converter)의 예를 활용하여,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력 
컨버터 디지털 제어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컨트롤러는 TI의 DC/DC LED 키트에 있는 LED의 밝기를 
조절할 것입니다(그림 1). 키트에는 SEPIC과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 TI의 DC/DC 개발자 키트에는 디지털 전력 컨버터 제어기를 실행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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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전자 엔지니어가 Simulink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패시브 회로 소자, 전력 반도체, 변화하는 전원과 부하를 모델링

• 연속, 불연속 전도 모드로 작동하는 컨버터를 시뮬레이션

• 전력 손실을 확인하고 컨버터의 열적 동작을 시뮬레이션

• 제어기를 튜닝하여 상승 시간, 오버슈팅, 정착 타임 등의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

• 제어기 모델로부터 C 코드를 생성하여 TI의 C2000™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구현

SEPIC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림 1에 제시된 TI 하드웨어 키트 에 있는 SEPIC은 Simscape™에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주요 부분들이 
배치되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속 및 불연속 전도 모드에서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델을 통해 다양한 컨버터 구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스위칭 주파수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으며, 컴포넌트의 열적 
특성이 컨버터의 효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Simscape에는 전기 컴포넌트의 블록과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어 있어서, Simulink 환경 안에서 전기 시스템 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Simscape 모델에 포함된 컴포넌트 변형품은 충실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선형 표현부터 복잡한 
비선형 동작까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SEPIC은 전원, 저항기, 인덕터, 캐패시터 등 개별 전기 컴포넌트 블록을 이용하여 모델링합니다(그림 2). 이러한 
블록들을 매개 변수화할 수 있고, 블록들 사이의 연결은 실제 시스템에서 전력의 양방향 흐름을 지원하는 물리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하드웨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TI 키트에 
제공된 사양을 활용하여 전기 용량과 인덕턴스와 같은 
블록 매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 값을 
이용하여 모델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컨버터가 연속 
전도 모드에서 작동하는지, 불연속 전도 모드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일정한 듀티 
사이클로 개루프에서 시뮬레이션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시뮬레이션과 코드 생성 덕분에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인간의 코딩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보통 처음부터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 사이클의 
대부분을 코드 디버깅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 로버트 터너(Robert Turner) 박사, ABB 수석 R&D 엔지니어

추가 정보
 
Simulink를 사용하여 DC-DC 컨버터 제어 개발 - 비디오 4편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하여 전력망에 연결된 대형 인버터 제품의 납기를 단축하고 있는 ABB - 활용 사례

“저희는 Simulink와 Simscape Electrical로 
구축한 플랜트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하드웨어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하드웨어 
설계를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전 프로토타입 
하드웨어를 반복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야쿱 본코머(Jakub Vonkomer) 박사, VONSCH

https://www.mathworks.com/videos/series/developing-dc-dc-converter-control-with-simulink.html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abb-accelerates-the-delivery-of-large-scale,-grid-connected-inverter-products-with-model-based-desig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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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PIC 회로도(위)와 그에 상응하는 Simscape 모델(아래).

컨버터 설계를 더욱 잘 평가하기 위해 추가로 분석을 수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덕터 값을 더 작게 하거나 
부하를 크게 하여 시뮬레이션을 재실행하면, 실제로 선택한 값에 따라서는 컨버터가 강제로 불연속 전도 모드(DCM)
에서 작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림 3). 이 모델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사항은 스위치가 이상적인 스위치로 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켬, 끔 시간에 관련된 비선형 동역학이 이 예제에는 모델링되어 있지 않습니다. 

DC/DC Sepic Converter
Open Loop

Copyright 2018 The MathWork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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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연속 전도 모드(위)와 연속 전도 모드(아래)로 작동하는 SEPIC의 시뮬레이션 결과.

컨버터의 전력 손실과 열적 동작 확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mscape 모델에는 
충실도가 다양한 컴포넌트 변형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스위치를 고충실도 블록으로 
대체하면, SEPIC의 스위칭 동작에 비선형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경을 거치면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SEPIC의 전력 손실을 확인하고 열적 동작을 알 수 
있습니다. 비선형 스위칭 동작을 모델링하기 위해, 
이상적인 스위치 블록을 Simscape Electrical™에 
있는 N-Channel MOSFET 블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Simscape로 컨버터의 열적 동역학을 
모델링하여, Simulink 환경에서 다중영역 모델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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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벅 부스트 컨버터 - 예제

태양광 인버터와 배터리 충전기용 제어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VONSCH - 활용 사례

“저희는 Simscape Electrical을 이용해서 전기 
영역과 열적 영역을 연결시키는 통합 전력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서, 임무 수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회전시키는 
모터를 모델링해야 한다면, 저희는 그러한 기계 
컴포넌트를 통합시킬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 헥터 에르난데스(Hector Hernandez), 록히드 마틴

https://kr.mathworks.com/help/physmod/sps/examples/buck-boost-converter.html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vonsch-speeds-the-development-of-control-systems-for-solar-inverters-and-battery-charg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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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키트에 사용된 MOSFET의 데이터시트를 활용하면 MOSFET 블록을 매개 변수화할 수 있습니다(그림 4). 
데이터시트에 있는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을 모두 활용하여 블록을 매개 변수화합니다. 

그림 4. TI의 데이터시트를 이용한 MOSFET 블록의 매개 변수화.

MOSFET이 매개 변수화되면, MOSFET 블록의 특성 곡선(정상 상태 특성, 전달 특성 및 게이트 전하 특성)과 
데이터시트에 제시된 그래프를 비교하여, 서로 잘 일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아래 열에 나타나 있듯이, 
시뮬레이션된 특성 곡선과 실제 특성 곡선이 상당히 일치하며, 이는 MOSFET 모델의 동작이 실제 하드웨어의 동작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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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imscape Electrical에서 매개 변수화된 MOSFET 블록의 특성과 데이터시트에 있는 실제 특성의 비교. 위의 열에는 두 번째 열에 있는 플롯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매우 일치하여 매개 변수화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개 변수화된 N-Channel MOSFET 블록을 SEPIC 모델에 추가하여 이상적인 스위치 블록을 대체합니다 
(그림 6). 블록의 열 포트를 활성화함으로써 컨버터의 전기적 동역학과 열적 동역학을 동시에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MOSFET에서 소산된 전력 손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계속 개루프와 고정된 듀티 사이클에서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림 6. 비선형 스위칭 동역학을 나타내는 SEPIC 모델(위)과 전기적, 열적 동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플롯(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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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어기 설계하기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디지털 PID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Simulink를 이용하여 불연속 시스템에서 선형 
모델을 추출할 수 있고, 제어기 게인은 자동으로 튜닝됩니다.

그림 7에는 디지털 제어 로직을 구현하는 피드백 루프가 추가된 SEPIC 모델 입니다. 피드백 루프는 컨버터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이용하여 원하는 참조 전압으로부터의 오류를 계산합니다. 이어서 SEPIC 모델에서 스위치의 
듀티 사이클을 제어하는 PID 제어기에 이 오류를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림 7. 폐루프, 전압 모드 제어.

추가 정보
 
멀티도메인 전력 시스템 모델로 Orion 우주선 미션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 활용 사례

TI의 N-Channel MOSFET - 데이터시트

소산된 전력 손실량 계산 - 문서

CONTROL LOGIC

Copyright 2018 The MathWorks, Inc.

           DC/DC Sepic
Voltage Mode Control (VMC)

12V

f(x) = 0

C4
C5

C12
C14

L1

L2

PWM1H

PWM_Driver

Vout1Vout1ADC

ADC

Vout1ADC

Vout1REF

PID

Voltage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lockheed-martin-simulates-orion-spacecraft-missions-using-a-multidomain-power-system-model.html
http://www.ti.com/lit/ds/symlink/csd16323q3.pdf
https://www.mathworks.com/help/physmod/sps/ref/elec_getpowerlosssumm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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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PID 제어기 게인으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시스템 동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8).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Simulink 
Control Design™에 있는 PID Tuner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PID 제어기 게인을 튜닝할 수 있게 
됩니다. PID Tuner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선형화하려고, PID 게인을 튜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시뮬레이션 모델에는 고주파 
스위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화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 및 시뮬레이션된 입력-
출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형화된 컨버터 
동역학을 근사시킨 전달 함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PID 게인을 자동으로 튜닝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PID 제어기 성능.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이용하면 MOSFET 듀티 사이클의 작은 변화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함으로써 
PID Tuner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된 입력-출력 데이터로부터 전달 함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소수 극 쌍이 있는 2차 전달 함수 등, 식별된 모델의 원하는 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달 함수를 얻으면, PID Tuner가 자동으로 PID 제어기 게인을 계산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대역 폭과 위상 
여유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계산된 게인을 이용하여 Simulink 모델에 있는 PID 제어기 블록의 게인을 
업데이트합니다. 

원래의 비선형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킴으로써, 튜닝된 제어기의 성능이 응답시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8, 오른쪽). 다수의 시나리오에서 성능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부하 유형을 추가하고 시뮬레이션을 재실행하여 결과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플랜트 모델이 없을 때의 PID 제어기 튜닝 - 기사

전력 전자 제어기용 응용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ABB - 활용 사례

“저희 시스템 엔지니어는 MATLAB과 Simulink
에서 아주 빠르게 AC 800PEC 제어기의 
레귤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양에 
충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프리츠 위트버(Fritz Wittwer), ABB

https://www.mathworks.com/company/newsletters/articles/tuning-a-pid-controller-when-a-plant-model-is-not-available.html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abb-accelerates-application-control-software-development-for-a-power-electronic-controller.html?by=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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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에 구현하기 위한 코드 생성하기 
시뮬레이션에서 제어기 설계를 확인하였다면 그 
제어기를 하드웨어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C/C++ 코드를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개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Simulink와 
Embedded Coder를 이용하면 알고리즘에 
상응하는 C/C++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양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Embedded Coder®를 이용하여 디지털 제어기 
모델로부터 양산 코드를 생성하고, 그 코드를 TI 
DC/DC LED 키트의 TMS320F28035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TI 키트의 SEPIC 출력 전압을 변경하여 LED 패널의 밝기를 조정함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생성된 코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bedded Coder 및 다운로드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활용하여, TI의 C2000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같은 타겟 
하드웨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그림 9). Texas Instruments C2000 프로세서용 Embedded Coder 지원 패키지를 
이용하면 타겟 하드웨어의 고유한 추가 블록에 액세스할 수 있어서, 고유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로직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블록에는 드라이버 블록, PWM 생성 블록, 핀 제어 블록 등이 있습니다. 

그림 9.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Embedded Coder에서 외부 하드웨어와 연결.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에 있는 블록을 활용하여 모델의 제어 로직 부분을 업데이트함으로써, TMS320F28035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 인터럽트, PWM 생성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10). 

그림 10.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하여 타켓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드라이버 블록, PWM 생성 블록, 핀 제어 블록을 추가.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느껴보기 위
해 eBike를 탄 뒤에 저희는 Simulink에서 제어 
알고리즘과 매개 변수를 조정하였고, 이어서  
프로토타입 하드웨어용 코드를 재생성하였습
니다. 업데이트된 제어기로 테스트 라이딩을 할 
준비를 단 5분 만에 마쳤습니다.”
— 대니얼 바움가르트너(Daniel Baumgärtner),  

   Bosch eBik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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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블록이 배치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사용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보고서(그림 11, 오른쪽)를 이용하면 Simulink 
모델과 생성된 코드를 양방향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TI의 Code Composer Studio™ IDE(그림 
11, 왼쪽)를 다운로드하면,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실행 파일을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Simulink
로부터 직접 코드를 생성하고 타겟 하드웨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Simulink에서 직접 코드를 생성하고 타겟 하드웨어에 배포. 또한 코드 생성 보고서에 액세스하여 Simulink 모델에 있는  
원래 코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생성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배포하였다면 Simulink 모델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여 코드의 매개 변수를 
튜닝하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에는 노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컨버터의 참조 전압 
값을 변경하는 Simulink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코드에서 이 값이 업데이트되어 
LED 밝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Embedded Coder로 생성한 코드는 
예상한 대로 정확히 작동합니다. PI 루프가 9
개인 코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하드웨어에서 디버깅하려면 아마도 일정이 6
개월 이상 더 걸렸을 겁니다.”
— 브래드 랜드시델(Brad Landseadel),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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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imulink 모델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생성된 코드의 매개 변수를 튜닝.  
예를 들면, 노브를 이용하여 LED 밝기 명령을 변경하고 실시간으로 LED의 응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백서에서는 Simulink를 이용하여 어떻게 전력 컨버터용 디지털 제어기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Simulink를 이용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컨버터를 모델링하고 PID 제어기를 설계함으로써 컨버터의 정상 및 비정상 
동작 범위에 걸쳐 제어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기 모델로부터 C 코드를 생성하고 TI의 
TMS320F28035와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전력 컨버터 제어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봅니다.

• Simulink를 사용하여 전력 전자 제어 설계 -개요

• Simulink에서 이루어지는 DC-DC 컨버터 제어 개발(19:53) - 비디오

•	 전력 전자 제어용 평가판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컨설팅 서비스

추가 정보
 
타겟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모델을 튜닝하고 모니터링 - 문서

Embedded Coder를 이용한 벅 컨버터 제어기 구현 (34:01) - 비디오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전기 자전거 제어기를 개발하고 있는 Bosch eBike Systems - 활용 사례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전력 전자 제어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Stem - 활용 사례

https://www.mathworks.com/solutions/power-electronics-control.html
https://www.mathworks.com/videos/developing-dc-dc-converter-control-in-simulink-1533829367281.html 
https://www.mathworks.com/campaigns/products/trials/targeted/mpc.html
https://www.mathworks.com/services/consulting/proven-solutions/developing-embedded-software.html
https://www.mathworks.com/help/simulink/ug/tune-and-monitor-model-running-on-target-hardware.html
https://www.youtube.com/watch?v=CstjgrGR7dY&feature=youtu.be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bosch-ebike-systems-develops-electric-bike-controller-with-model-based-design.html?by=company
https://www.mathworks.com/company/user_stories/stem-accelerates-development-of-power-electronics-control-systems-with-model-based-design.html?by=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