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design of the high voltage capacitor

charger which using a modified series parallel resonant

converter. The used silicon carbide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 (SiC MOSFET) is

proper for the few hundred kHz of high switching frequency

to overcome the bulk resonant inductor and snubber

capacitors. Furthermore, to increase the amount of the

charging current, three phase delta transformer is used as

well as the secondary sides are connected in parallel. In this

paper, the design procedure of the high voltage capacitor

charger is suggested and the output power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rated resistor load.

1. 서 론

전도성을 띄는 잉크로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기판 위에

인쇄하여 원하는 기능의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인쇄 전

자라 한다. 기존보다 간단한 제조 방법과 낮은 가격으로 PCB

기판 위에 전자 부품을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인쇄 전자

의 중요한 공정인 ‘광소결’은 가루 형태의 다양한 전도성 잉크

재료에 순간적인 열을 주어 고결시킴으로써 기판에 충격을 주

지 않고 전기적 회로를 구현한다. 순간적인 빛 형태의 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논램프를 이용하며, 이를 구동하기 위한 고

전압 커패시터 충전기들이 연구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수 백 kHz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는

Sic MOSFET을 이용하여, 연속 전류 모드로 동작하는 수정된

직·병렬 공진 컨버터의 단점[3]인 외부 인덕터와 스너버 커패시

터의 필요성을 극복하였다. 또한, 대용량 커패시터를 빠르게 충

전하기 위해 3상 델타 결선을 이용한 변압기 1차 측과 각 상의

2차 측 출력을 병렬로 구성한 점을 특징으로 하는 제논램프 구

동용 1.5 kV, 36 kJ/s 고전압 충전기를 설계 방법을 제안하며

저항 부하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회로 구성

그림 1은 공진 주파수 이상의 스위칭 영역에서 동작하는 새

롭게 제안된 제논램프 구동용 직·병렬 공진 컨버터의 회로 구

성을 나타내며,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도록 공진 인덕터와 스너

버 커패시터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대용량 커패시터(Cbank)를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 변압기 2차 측 정류부들이 병렬로 연결

되어있다.

그림 1  제안하는 델타 결선 직 병렬 공진 컨버터

Fig. 1 The proposed series parallel resonant converter 

using delta connection

2.2 제안하는 고전압 충전기의 설계

직·병렬 공진 컨버터의 설계는 충전기의 출력 전력 선정으

로부터 시작된다. 즉, 변압기 2차 측의 출력 전류를 고려하여

변압기 1차 측 각 상의 출력 전류를 선정한다. 제안된 3상 델

타 결선 변압기를 이용한 고전압 충전기는 1500 V, 24 A를 목

표로 함으로 각 상당 8 A의 출력 전류가 계산된다. 실효치를

고려한 한 상의 출력 전류는 변압기 1차 측의 공진 전류로 계

산되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sec ×

sec
 sec ×  (1)

턴수비(n)는 사용된 스위치의 정격 전류 및 전압, 변압기의

포화점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턴수비

만큼 1차 측으로 환산된다. 이를 이용해 공진 탱크 양단에 걸

리는 전압으로부터 공진 인덕터 및 커패시터를 선정하고 아래

의 수식들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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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진 임피던스(Z0)는 델타 연결한 3상을 단상 풀 브리지처럼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공진 주파수(f0)는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 나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와 같이 구동하고자하는 동작 모드에 따라 인버터의 스

위칭 주파수를 고려하여 선정 된다. 이 후, 식 (3)으로부터 계

산되는 공진 인덕턴스는 변압기의 1차 측에 나타나는 누설 인

덕턴스로 대체되는데, 높은 출력전압으로 인한 절연파괴 및 동

작 주파수와 표피효과에 따른 발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압기

를 제작하며, 제작된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4].

   ∙ ∙ 


∙∆ (5)

마지막으로, 공진 전류 파형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꾸고 도

전 손실을 줄이며 작은 공진 인덕턴스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

하는 용도로 작은 값의 병렬 커패시터를 선정한다.

변수 값 변수 값

출력전력 36 kW Ls (leakage) 8.7 uH

출력전압 1500 V Cs 2.72 uF

턴수 비 4.6 Cp 1 n

fsw 163 kHz Cf 0.1 uF

표     1 제안한 고전압 충전기 설계 변수 및 제원

Table 1 Design parameters and specification of the proposed 

high voltage capacitor charger

그림 2  부하 조건 별 출력 전력 효율

Fig. 2 The output power efficiency depending on the load 

conditions

그림 3  정격 동작 시 실험 파형

Fig. 3  Experimental waveforms of the rated operation

3. 실험 결과

제작한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가 설계한 공진 인덕턴스 값

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공진 변수들을 포

함하여 고전압 충전기의 설계 값과 제원을 표 1에 나타낸다.

저항 부하를 이용한 정격 출력 실험에서, 스위칭 주파수(fsw)

는 163 kHz이고 경부하 출력조건에서는 스위칭 주파수가 370

kHz까지 상승하며 그림 3은 스위칭 주파수 가변에 따른 출력

전력 효율 측정 결과이다. 정격 조건에서 약 96%, 50% 부하

조건 시 86%의 효율을 나타낸다. 그림 4는 정격 출력의 실험

파형으로 출력 전압, 공진 전류 그리고 스위치 양단 전압을 측

정하였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공진 전류는 음의 방향으로

흘러 Zero Voltage Zero Current의 소프트 스위칭이 구현되었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 백 kHz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와 변압기

의 델타결선을 이용해 새롭게 제안하는 수정된 직·병렬 공진

컨버터의 설계 방법을 다루었다. 설계 된 컨버터의 특징으로

기존에 사용된 직·병렬 공진 컨버터의 장점인 도전손실이 낮고

정격 출력 효율이 높다는 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인 부수적 공

진 인덕터와 스너버 커패시터가 필요한 점을 수 백 kHz의 스

위칭 주파수를 이용해 극복하여 추가적인 인덕터와 커패시터

없이 구현하였다. 또한, 제안한 컨버터는 델타 결선한 변압기 1

차 측과 병렬로 묶은 2차 측 출력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대용량 커패시터를 빠르게 충전하는 높은 출력 전류를, 낮은 1

차 측 공진 전류로부터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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