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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charging modes of series resonant converter for a high voltage energy storage capacitor are 

compared in terms of charging time, peak resonant current, normalized peak resonant current and voltage in each 

operation mod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full bridge series resonant converter with capacitor load are explained and 

analyzed in discontinuous and continuous operation mode. Based on the analysis and simulation result, 0.6<<0.75  

and 1.3<<1.4  are evaluated to the best range of switching frequency for charging of an high voltage energy 

storage capacitor. 1.8 kJ/s SRC prototype is assembled with TI 28335 DSP controller and 40 kJ, 7 kV energy storage 

capacitor. Design rul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verified b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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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력을 이용한 탄체가속기(Electromagnetic Launcher 

; EML) 는 자력포(Electromagnetic Gun ; EMG)를 구

동하기 한 군수용 펄스 워 시스템에서는 운용성, 경제성, 

용량확장, 펄스성형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커패시터 

뱅크가 에 지 장장치로 리 사용되고 있다[1]. 커패시터 

뱅크형 펄스 워 시스템에서 커패시터를 충 하는 원장치

(Capacitor Charging Power Supply ; CCPS)의 성능은 펄스

워 시스템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동작주 수, 충

시간, 입출력 효율, EMC 합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CCPS는 부하에 정 력을 공 하는 PWM방식에 비하

여 단락  개방과 같은 다양한 부하조건에서 강인하게 동

작하는 공진 방식이 유리하므로 직렬공진, 병렬공진, 직병렬

공진 방식이 사용되어 왔다. 그  회로  제어의 간결성, 

단락조건  정 류 특성에 유리하며 특히 범 한 부하 

커패시턴스에 하여 일정한 특성 임피던스  공진주 수

를 갖는 직렬공진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직렬공진

방식의 CCPS를 불연속 모드(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 DCM)에서 운용하면 스 칭 주 수와 충 시간과의 

함수가 선형 인 특성을 가지므로 설계가 용이하고, 소 트 

스 칭 특성에 의해 스 칭 손실이 최소화 되므로 불연속 

모드로 운용하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4]∼[7]. 반면 동

일한 특성임피던스일 경우 평균 충 류량이 연속모드 

(Continuous Conduction Mode ; CCM)에 비해 상 으로 

으므로 충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EML용 펄스 워 시스

템과 같이 수백 kJ에서 MJ 단 의 큰 커패시터 뱅크를 충

하는 응용분야에서는 동일한 토폴로지에서 충 시간의 개

선이 체시스템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렬공진형 CCPS에 하여 3가지 운용 역의 

주 수로 동작 시켰을 때 충 특성을 비교하여 최 충 을 

한 동작주 수 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커패시터 부하를 

갖는 직렬공진형 컨버터의 동작원리  충 시간에 향을 

미치는 충 류를 불연속 운용모드와 연속운용모드에서 각

각 해석하 다. 부하 커패시터로의 충  시 운용모드별 충

특성을 최 공진 류, 최 공진 압  충 시간 측면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 다. 40kJ 커패시터 충 용 

1.8 kJ/s 로토타입 CCPS를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운용모

드별 비교해석 결과를 검증하 다. 

2. 커패시터 부하를 갖는 직렬공진형 컨버터의 해석

그림 1 커패시터 부하를 갖는 직렬공진형 컨버터

Fig. 1 Series Resonant Converter with capacitor load



Trans. KIEE. Vol. 61, No. 3, MAR, 2012

에 지 장 커패시터의 최  충 을 한 직렬공진형 컨버터의 운용 모드 비교  395

그림 1은 커패시터 부하를 갖는 직렬공진형 컨버터로 모

든 항요소를 무시하고, 스 치, 다이오드  변압기가 이

상 이라고 가정한 회로이다. 이 컨버터는 공진주 수와 스

칭주 수의 비율에 따라 <0.5인 불연속 운용, 0.5

<<인 연속운용, >인 연속운용의 3가지 운용모드 

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 각 운용모드는 다시 ∼와 ∼

의 도통 순서에 따라 4개의 동작모드를 가지며, 불연속 

운용에서는 모든 스 치와 모든 다이오드가 도통하지 않는 

불연속 동작모드가 추가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2는 4개

의 동작모드별 등가회로를 나타내며, 그림 3은 3가지 운용모

드에 한 동작 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모드별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at mode1∼4

(a)  

(b)   

(c)  

그림 3 운용모드별 동작 형 

Fig. 3 Waveform of each operation mode

Mode 1에서  , 가 도통되어 양의  류가 흐르며, 

출력 커패시턴스는 1차측으로 투 되어 ′으로 나타난다. 
  는 이 모드의 부하 커패시터의 기 압을 나타낸다. 

Mode 2에서 은 역 되어  , 가 도통한다. 2차측 정류

기의  , 이 도통하므로 그림 2의 (b)의 등가회로에서 

의 극성이 Mode 1과 반 이다. Mode 3에서  , 가 도통되

어 음의 가 흐른다. Mode 4에서  , 가 도통될 때 

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그림 2의 (d)와 같이 는 양의 값을 

갖는다. 출력 압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직렬공진형 컨버터는 

정상상태에서 변압기, 2차측 정류기  출력 압이 각 모드에 

하여 일정하게 동작하지만, 본 응용에서의 직렬공진형 컨버

터는 과도상태의 특성을 가지므로, 커패시터가 충 됨에 따라 

출력 압이 변하고, 모드변화에 따라 각 부분의 압  류

가 계속 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표  회로해석을 용해야 

한다[8]. 그림 2의 Mode 1에 키르히호 의 압방정식을 

용하면 공진 류를 (1)식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9].

  

     
    cos  

(  )                                         (1)

 




,  


                              (2)

여기에서 은 특성 임피던스이며, 는 ′와 직렬 값
을, 은 공진 인덕터 과 변압기 등가 설인덕턴스의 합이

다. 식(1)을 이용하여 공진커패시터 압과 투 된 커패시턴

스 압을 각각 도출할 수 있다.

    




     
cos  

         sin                            (3)

     ′



     
cos  

         si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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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해석결과 비고

Mo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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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s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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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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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     ′



     
cos    sin  

 일때
을 로

Mode 3

▪   

     
    cos  

▪      




     
cos    sin  

▪     ′



      cos    sin  

Mode 4

▪   

     
    cos  

▪      




      cos    sin  
▪     ′




     
cos    sin  

 일때
를 으로

표 1 동작모드별 해석결과

Table 1 Analysis result at each operation mode

Mode 2, 3, 4에서의 공진 류, 공진커패시터 압, 투 된 

커패시턴스 압도 각 모드의 기값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입력 압와 변압기 1차측 압 기값   의 

극성만 변동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에 한주기

동안의 각 운용모드의 동작모드별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3. 충  특성 해석

CCPS의 평균 력량은 충 하고자 하는 부하 커패시턴스 

와 최 충 압 에 의한 정 에 지와 목표로 하는 

충 시간 에 의해 정의되며, 충  하량, 충 시간   

 평균충 류 에 한 계에 의해 (5)식과 같이, 충

말기 최 력량은 (6)식과 같이 정의된다. (5)(6)식으로부터 

CCPS의 충 시간 는 (7)식과 같이 정해진 부하 커패시턴

스 와 목표로 하는 최 충 압 에 하여 평균충

류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평균충 류 에 변

압기 턴수비()를 곱하여 1차측으로 환산된 평균충 류 

′으로 다시 표 할 수 있다.

 







                          (5)

    
                          (6)

 

 ′


                                 (7)

 
3.1    운용모드의 환산평균 류

그림 3의 (a)와 표 1로부터 불연속 운용 시 공진 류의 

기값이                   임을 반 하고 

값을 분하면 한주기에 한 1차측 환산 류 ′을 (8)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여기에서      ,      ,       , 

     이고,   ≒  ≒  ≒   로  

간략화 하면 (9)식이 도출된다.

′


                                  (9)

3.2     운용모드의 환산평균 류

그림 3의 (b)와 표 1로부터 연속(   ) 운용 시 

공진 류의 기값이           임을 반 하고, 

값을 분하여 간략화 하면 한주기에 한 1차측 환산

류 ′을 (10)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sin
    

             (10)

여기에서   , = tan    


  

[rad],     [rad] 이며 그림 2의 (b)에  와 

의 구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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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용모드의 환산평균 류

그림 3의 (c)와 표 1로부터 연속(  ) 운용 시 공진

류의 기값이           임을 반 하고, 값을 

분하여 간략화 하면 한주기에 한 1차측 환산 류 ′을 
(11)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sin
    

            (11)

여기에서   , =tan    
  

  

[rad],     [rad] 이며 그림 2의 (c)에   와 

의 구간을 나타내었다. (9)식에서 불연속 운용 시 1차측 환

산 류는 입력 압, 스 칭주 수  특성 임피던스 값으로 

간략화 되며, 그 값이 일정하므로 (7)식을 이용하여 충 시

간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반면, (10)(11)식과 같이 연속운

용 시에는 커패시터가 충 되어 출력 압이 증가함에 따라 

와      의 기값이 변하여 1차측 환산 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7)식을 이용한 충 시간 도출시 어려움

이 따른다.

4. CCPS 설계

입력 압  , 최 충 압  , 부하 커패시턴스    

충 시간 가 주어지면 CCPS의 평균 출력용량은 (5)식과 

같으며, 값과 값을 고려하여 산출된 변압기 턴수 비

()에 의해 1차측으로 환산된 평균충 류를 각 운

용모드에 해 (7)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인 

불연속 운용시 1차측 환산 류는 (9)식과 같이 일정한 특성

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합성 커패시턴스 값을 (12)식과 

같이 도출할 수 있으며, 스 칭소자의 스트 스를 고려하여 

선택한 스 칭 주 수가 결정되면 (2)식을 통해 과 값을 

산출할 수 있다.



′
                                        (12)

반면,       인 연속운용 시 1차측 환

산 류는 각각 (10)(11)식과 같이 평균충 류가 변하는 특

성을 가지므로 충 시간을 만족하는 공진요소값을 시뮬 이

션을 반복 으로 수행하여 산출해 낼 수 있다. 

 DC 300V  DC 3.3 kV

 1640 μF  5 sec 

 40 kHz  16∼60 kHz

표 2 40 kJ 커패시터용 CCPS의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 of CCPS for 40 kJ capacitor

표 2는 40 kJ (7kV, 1640㎌) 커패시터용 CCPS의 설계 사

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 때 설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Step1.   
       = 1.785 

           ( = 5.412C ,    = 1.1 A)

 Step2.   = 11

 Step3. ′    = 11.9   
 Step4. ′  = 0.248 
        ′  = 198.44 
         ′′  = 0.248 
 Step5. 

  = 63.7 

 Step6.   
  = 16 

5. 충 특성 시뮬 이션

직렬공진형 CCPS는 부하 커패시턴스가 1차측으로 투

되어 공진 커패시턴스와 직렬 속되므로 범 한 에 

하여 동일한 등가 커패시턴스와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므로 

설계된 에 하여 가 축소되어도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4장에서   일 때 설계한 CCPS에 하여 

PSIM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4에 충  

 구간동안 각부 압  류 형을, 그림 5에 그림 4에 

해 확 한 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4 각부 압, 류 형 (  일때)

Fig. 4 Waveform of  ,  ,  ,   at   

그림 5 압 류 확 형(  일때)

Fig. 5 Detailed waveform of  ,  ,  ,   at   



기학회논문지 61권 3호 2012년 3월

398

그림 6 압 류 확 형(  일때)

Fig. 6 Detailed waveform of  ,  ,  ,   at   

    

그림 7 압 류 확 형(  일때)

Fig. 7 Detailed waveform of  ,  ,  ,   at     

시뮬 이션 수행 시 부하 커패시턴스를 16.4㎌로 1/100 

축소 설정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하 다. 그림 6은   

로 설계된 특성 임피던스에 하여   일 때 동작

형을 그림 7은   일 때 동작 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8 스 칭 주 수 변화에 따른 충 시간, 특성임피던스, 

피크공진 류  기  환산된 피크공진 류  압 

(동일한 충 시간  평균 력 조건)

Fig. 8 ,  ,  ,  ,   vs.   in condition of the 

same   and 

CCPS를 운용하고자 하는 특정 에 하여 특성 임피던

스를 각각 다르게 설계하면, CCPS의 평균출력  충 시간

이 동일하도록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그림 8에 동일한 평

균출력 (  =1.785 kJ/s)  충 시간(=5sec) 사양에 

하여 를 ∼로 가변 하 을 때 특성 임피던스, 충

시간, 피크 공진 류와 피크공진 압의 기  환산값( , 

 )  피크공진 류 의 특성에 한 시뮬 이션 결

과를 나타내었다.   를 기 으로 가 작아짐에 따라 

과 은 일정하지만, 이 작아지므로 가 증가하

게 된다. 가 커짐에 따라 과 은 증가하지만 

은 감소하게 되며, 가 로 근 함에 따라 는 일정

하지만 과 이 격히 증가하게 된다.   역에서 

과 은 Y축 칭의 특성을 보이며, 는 서서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8의 충 특성 시뮬 이션에 

한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와  인 주 수 역에서 피크공진 류

의 크기가 기 환산 류의 2.5배 이내로 제한된다.

·  와  인 주 수 역에서 피크공진 압

의 크기가 기 환산 압(입력 압)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   인 주 수 역에서 피크공진 류의 크

기가 최 크기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이로부터 동일한 평균출력과 충 시간 사양에 하여 동

작주 수를 변화시켰을 때 의 3가지 해석결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동작주 수 역은 공진  이하에서는 

  이며, 공진  이상에서는   

로 나타났으며, 직렬공진형 CCPS의 최  운용 역인 것으

로 단하 다.

6. 실험 결과

운용모드별 충 특성 해석결과에 한 검증을 해 4장에

서   일 때 설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300 V, 

=3.3 kV, =64 μH,   =0.25 ㎌, ≒ 40kHz, =1640 ㎌, 

= 11로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부하커패시터는 40 kJ, 7 kV, 1640㎌ 

(ICAR사)를 사용하 고, 스 칭 신호발생을 해 TI사 

28335 콘트롤러를 이용하 다. 그림 11은   일 때 

공진커패시터 압, 변압기 2차측 압, 출력충 압  공

진 류 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6에 나타낸 시뮬 이

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에     

   일때 충   구간동안의 압, 류 형을 나

타내었고, 표 3에   에서의 실험결과를 정리

하 다. 실험 결과, 스 칭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 피

크 류, 공진 피크 압  충 시간 특성이 해석  시뮬

이션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과 시뮬 이션 사

이에 발생하는 충 시간 오차는 실제 소자들의 기생 항 값

들이 반 된 효과와 공진 커패시터와 병렬로 결합되는 변압

기 기생커패시턴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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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장치 구성도

Fig. 9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그림 10 실험장치 사진

Fig. 10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그림 11 공진커패시터 압, 변압기 2차측 압, 출력 압, 

공진 류 (= 0.65일 때)

Fig. 11 Waveform of  , sec,  , 

 

(a) = 0.4 (= 16 kHz)

 

(b) = 0.6 (= 24 kHz)

그림 12 공진 압, 변압기 2차측 압, 출력 압, 공진 류

의 구간 형( CH1: , CH2:sec, CH3: , CH4: )
Fig. 12 Waveform of  , sec,  ,   during the charging 

interval ( CH1: , CH2:sec, CH3: , CH4: )

   [kHz]   [V] [A] [V]    [sec]

0.4 16 300 31 600 6.43

0.45 18 300 31 600 5.69 

0.5 20 300 31 600 5.13 

0.55 22 300 31 660 4.65 

0.6 24 300 31 700 4.15

0.65 26 300 31 740 3.80 

표 3   에서의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 at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장 커패시터 충 을 한 직렬공

진형 CCPS의 최 운용 주 수 역을 도출하기 하여 컨

버터의 운용모드별 충 시간, 피크 공진 류, 기  환산된 

공진 류  공진 압에 한 특성을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 다. 커패시터 부하를 갖는 직렬공진형 

컨버터의 동작원리를 불연속 운용모드와 연속 운용모드에서 

각각 설명하고 해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 류의 1차

측 환산 류와 충 시간과의 계를 도출하 다. 동일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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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규격으로 설계된 특성임피던스 가변에 따른 충 특

성을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공진  이하에서

는    , 공진  이상에서는     

역이 직렬공진형 CCPS에 한 최 운용 역인 것으로 

단하 다. 40 kJ 커패시터용 CCPS 사양에 하여   

로 설계된 특성임피던스를 바탕으로 1.8 kJ/s 로토타입 실

험장치를 구성하 다. 가변에 따른 충 특성 실험을 통해 

운용모드별 특성해석, 설계  시뮬 이션 결과에 한 타당

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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