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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전 범위 ZVS를 가지는 OBC-LDC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통합형 충전기는 OBC의 절연부

인 양방향 LLC 공진형 컨버터의 2차측 스위치 레그와 LDC의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lagging 레그를 공통으로 사용하

여 스위치 개수를 2개 줄일 뿐아니라 경부하에서 ZVS 성취가

어려운 lagging 레그의 전 범위 ZVS 턴온을 가능케 한다. 제

안하는 통합형 충전기는 OBC와 LDC의 동시동작이 가능하며

OBC와 LDC가 같이 동작할 때 전류 상쇄효과로 인해 도통손

실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OBC와 LDC가 동일주파수로 동작

하므로 고전압측 출력필터와 EMI 필터의 설계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3.6kW급 LLC 공진형 컨버터와 1kW급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로 구성되는 통합형 충전기의 시작품을 제작하

여 본 논문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1. 서론

차량용 탑재형 충전기(OBC)와 저전압 배터리 충전기(LDC)

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OBC는 계통으로부터 고

전압 배터리(HVB)를 충전하고 LDC는 HVB에서 저전압 배터

리(LVB)를 충전하거나 12V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OBC는

현재 단상 3.3kW 또는 6.6kW급이 많지만 최근 OBC의 충전

속도를 늘리기 위한 3상 입력이 고려된 11kW 또는 22kW급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LDC는 현재 2kW급이 많지만 12V부하 증

가 및 전기자동차의 자율주행으로 인해 3kW 이상으로 증가되

는 추세이다. 따라서 더욱 높은 전력 밀도 및 낮은 가격이 요

구되고 있으며 PCS의 열관리 및 빠른 충전 속도를 위해 높은

효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OBC와 LDC를 분리하여

제작하는 것은 전력밀도, 가격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감소시키

게 된다. 이를 위하여 OBC와 LDC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고 크게 변압기를 통합하는 방식과 스위치를 통

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OBC와 LDC의 변압기를 통합하

여 3권선으로 동작하는 방식[1]은 변압기의 설계가 복잡하고 부

피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OBC-LDC 동시동작이 어렵다.

또한 스위치를 통합하는 방식[2]도 대부분 OBC-LDC가 동시동

작이 어렵고 LDC가 2-stage로 동작하여 LDC 단독동작시 효

율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기존 통합형 충전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는

동시 동작이 가능하고 스위치의 개수를 줄여 가격 및 부피를

그림 1. 차량용 충전기의 회로 (a) 기존의 분리된 차량용 충전기

(b) 제안하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

그림 2. 제안하는 차량용 충전기의 2-stage OBC의 제어 방식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lagging 레그의 전 범위 ZVS 및 도통손실을 감소시켜 기존의

분리된 OBC와 LDC에 비해 더 좋은 효율을 성취하였다.

2. 제안하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

그림 1.(a)는 기존의 분리된 OBC와 LDC의 회로이다. OBC

는 2-stage 구조로 AC-DC 컨버터와 절연 DC-DC 컨버터로

구성된다. 절연 DC-DC 컨버터부는 전 범위 ZVS 턴 온이 가

능하고 낮은 턴 오프 손실의 특성으로 고주파 동작이 가능한

- 94 -

전력전자학술대회�논문집�2020.�8.�18�~�20�



그림 3. 동시동작 모드 동작 회로

     (a)                       (b)
그림 4. 동시동작 모드 동작 파형 (a) HVB 충전, LVB 충전         

(b) HVB 방전, LVB 충전

그림 5. 동시동작 모드의 lagging 레그 ZVS energy 비교

양방향 공진형 컨버터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LDC은 절연

DC-DC 컨버터 단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ZVS 성취 가능

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를 사용한다. 그림 1.(b)는 제안하

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로서 OBC의 절연부인 양방향 공진형

컨버터의 스위치 레그와 LDC의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스위치 레그를 결합한 형태이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통합형 충전기의 2-stage OBC의 제어

방식으로 AC-DC 컨버터가 DC 링크 전압을 넓은 HVB 전압

에 따라 가변하기 때문에 DC 링크전압을 고정시키는 방식에

비해 스위치 및 전해 커페시터의 전압정격은 증가하지만 절연

부가 항상 최적의 효율의 지검 near DCX 동작하여 고정 DC

그림 6. LDC 단독동작 모드 동작 회로 (a) 정격부하 동작 (b) 경부하 

동작 

그림 7. LDC 단독 동작 모드 lagging 레그 ZVS energy 비교 

링크 전압 제어 방식에 비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을 2%이상 증

가시킬수 있다. 또한 양방향 동작을 공진소자 설계가 복잡한

CLLC 공진형 컨버터가 아닌 공진소자 설계가 단순한 LLC 공

진형 컨버터를 사용하여 양산시 유리하다. 본 논문의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는 높은 효율달성을 위한 가변 DC링크 전압 방

식을 적용하여 항상 최적의 효율로 공진형 컨버터가 동작하며

PSFB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 변동폭도 넓어지지 않게 된다.

제안하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는 크게 계통이 공급되어

HVB가 충·방전되고 LVB가 경부하로 충전하는 동시 동작모드

와 계통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LVB를 충전하는 LDC 단

독동작 모드로 구성된다. 동시 동작모드에 대한 회로는 그림 3.

이며 그림 4.(a)는 동시동작 모드에 대한 동작 파형이다. 스위

칭 주파수(Ts)를 변동하여 HVB를 제어하게 되고 Q7, Q8은 위

상(φ)을 변동하여 LVB를 제어하게 된다. HVB가 충전하는 동

안 공통 레그 스위치의 전류(ib)가 상쇄되어 도통 손실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동시동작 모드동안 PSFB 컨버터의 lagging

레그를 LLC 공진형 컨버터와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턴 오프 전

류가 증가하여 전 범위 ZVS를 성취할 수 있다. 그림 5.는 동시

동작모드에서 lagging 레그의 ZVS 에너지를 비교한 것으로

HVB가 충·방전시 LDC가 경부하로 동작할 때 전범위 ZVS를

성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DC 단독 동작 모드시 누설 인덕턴스(Lk)의 ZVS 에너지가

큰 정격부하 동작시에는 그림 3.(a) 와 같이 풀브릿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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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rototype 사진

(a)

(b)

그림 9. 실험 파형 (a) 동시 동작(HVB 충전, LVB 충전)모드시 

주요파형 및 (b) LDC 단독동작 모드(경부하 동작)의 ZVS 파형 

(Q5-Q8)을 동작하여 LVB를 제어하게 되고 ZVS 에너지가 작

은 경부하 영역에서는 그림 3.(b)와 같이 Q3, Q4을 추가로 동작

하여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자화인덕턴스의 에너지로 ZVS를

성취하게 된다. 그림 7.은 LDC 단독 모드에서 lagging 레그의

ZVS 에너지를 비교한 것으로 경부하 영역에서는 Q3, Q4를 동

작하여 ZVS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ZVS에너지가 충분한 부하

영역에서는 Q3,Q4를 동작하지 않고 기존의 Lk 에너지로 ZVS를

성취하여 전 범위 ZVS를 성취한다.

3. 실험 결과

제안하는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과 같은 전기적 사양으로 그림 8 과 같이 시작품을 제작하

여 실험을 하였다.

POBC 3.6kW PLDC 1kW

VHVB 240V-420V VLVB 11V-14V

VDC 400V-700V fsw 190kHz-210kHz

표    1  Prototype 전기적 사양 

그림 9.(a)는 동시동작 모드에서 HVB를 충전하고 LVB가

경부하로 충전하였을 때의 파형이다. ib는 공통 레그의 전류로

서 ia와 ic가 서로 상쇄되어 ib의 전류 RMS값이 감소한 것을

(a)

(b)

그림 10. 실험 효율 (a) 동시 동작 모드 효율(PLink/PHVB+PLVB)         

(b) 분리형 차량용 충전기와의 효율 비교 (측정 : YOKOGAWA WT5000)

알 수 있다. 그림 9.(b)는 LDC 단독 동작 모드에서 경부하 동

작시 ZVS에너지가 증가되는 파형이다. 추가적인 자화 인덕턴

스 전류로 ZVS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a)는 동시동작 모드에서 HVB를 충전하고 LVB를 0.3kW로 일

정하게 충전할 때의 효율이며 피크효율은 97.8%를 달성하였다.

그림 10. (b)는 분리형 LLC 공진형 컨버터와 위상천이 풀브릿

지 컨버터의 통합 효율과 제안하는 컨버터의 효율 비교로 전

부하범위에서 효율이 증가하였고 경부하에서 전 범위 ZVS 성

취로 인해 특히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LC 공진형 컨버터와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스위치를 결합하여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를 제안하였

다. 제안한 통합형 차량용 충전기는 기존의 분리된 차량용 충

전기보다 한 스위치 레그를 결합하여 부피 및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범위 ZVS 달성 및 도통손실을 감소하

여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R1A2C20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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