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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용 통합형 전력변환장치의 개발 및 
배터리 HILS를 이용한 LDC 검증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Power Converter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 and Validation of the LDC using Battery HILS

김 태 훈*․송  식*․이 백 행†․이 찬 송**․권 철 순**․정 도 양**

(Tae-Hoon Kim․Hyun-Sik Song․Baek-Haeng Lee․

Chan-Song Lee․Cheol-Soon Kwon․Do-Yang Jung)

Abstract  -  For OBC (On-Board Charger) and LDC (Low DC-DC Converter) used as essential power conversion 

systems of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system performance is required as well as reliability, which is need 

to protect the vehicle and driver from various faults. While current development processor is sufficient for embodying 

functions and verifying performance in normal state during development of prototypes for OBC and LDC, there is no 

clear method of verification for various fault situations that occur in abnormal state and for securing stability of vehicle 

base, unless verification is performed by mounting on an actual vehicle. In this paper, a CCM (Charger Converter 

Module) was developed as an integrated structure of OBC and LDC. In addition, diverse fault situations that can occur in 

vehicles are simulated by a simulator to artificially inject into power conversion system and to test whether it operates 

properly. Also, HILS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is carried out to verify whether LDC is operated properly under 

power environment of an actual vehicle.

Key Words  : CCM(Charger Converter Module), OBC(On-Board Charger), LDC(Low DC-DC Converter),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Fault insertion

그림 1 력변환장치의 동작 시 스 검증 방안

Fig. 1 Method of operation sequence validation for the 

power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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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최근 다양한 그린카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차의 구동 

모터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를 주축으로 한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PHEV에는 고 압으로 이루어진 용량 배터리

팩 탑재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구동용 시스템에 필요한 

원을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계통으로부터 기

에 지를 공 받아 고 압 배터리를 충 해  수 있는 

OBC(On-Board Charger)가 필요하다. 한 차량에 탑재되

어 있는 조명장치 등 부분의 장부품이 고 압이 아닌 

12V로 동작하기 때문에 고 압을 압으로 변환하는 

LDC(Low DC-DC Converter) 한 필수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력변환장치의 시제품 개발에 있어 정상상태에서의 

기능 구   성능 검증을 하는 것은 일반 인 개발 로세

서만으로 충분하지만 비정상 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차량 기반에 한 안 성 확보는 실차에 탑

재하여 검증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검증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HEV의 필수 력변환장치인 OBC와 

LDC의 통합형 구조인 CCM(Charger Converter Module)을 

개발하 으며, 이를 상으로 실차에 탑재하지 않고 운용 안

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기술하 다. 차량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경고(warning)  오류(fault) 상황

들을 시뮬 이터로 모사하 으며, 그림 1과 같이 controller, 

power level로 구분지어 력변환장치에 인 으로 주입시

킨 뒤 설정된 보호동작에 따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

다. 특히 CCM의 LDC를 상으로는 PHEV 차량 모델이 

용된 배터리 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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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BC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block diagram of the on-board charger

그림 3 LDC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block diagram of the low dc-dc converter

해 실차 력 환경을 모사하여 특정 주행 패턴에서도 정상

으로 운용되는지 검증하 다.

2. PHEV용 CCM 개발

기존에 개발된 일반 인 OBC와 LDC는 각각 개별 으로 

공 되어 장착되는 분리형이었다. OBC의 경우 부분 공랭

식 방식이 사용되며, 고 압 배터리가 있는 차량의 폐된 

부분에 장착되기 때문에 방열  환기부분에 단 을 갖는

다. LDC의 경우에는 차량 내에 별도로 설치되거나 인버터 

모듈에 장착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경우 LDC가 인버터

의 입력부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노

이즈에 의한 입력 서지보호기의 소손  출력에 향을 미

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별 으로 설치

되던 OBC와 LDC를 하나의 기구물로 통합 제작한 CCM을 

개발하 다. 이러한 통합형 력변환장치의 장 으로는 하

우징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PHEV의 공간 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기존 제품들 간 커넥터로 연결되는 부분

을 내부 버스바(bus-bar)나 선으로 속시킬 수 있어 부

피  원가를 감할 수 있다. 한 통합형 력변환장치의 

방열부를 공용화시킴으로써 개별 방열부가 차지하던 공간들

을 여 제품을 소형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개 이상의 

요소부품이 고장 시 제품 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도 가지고 있다[1]-[3]. OBC와 LDC의 통합형 력변

환장치로 여러 형태의 회로가 고려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그림 1과 같이 고 압배터리와 연결되는 OBC의 출력

과 LDC의 입력이 공통으로 쓰이는 직렬연결 구조를 용하

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OBC  LDC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토폴로지 변동 없이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2.1 OBC 설계

OBC의 정격 출력은 3kW로 입력은 완속 충 기의 출력 

범 에 맞는 1Φ AC 220V(110V)이며, 출력은 고 압 배터

리의 충  범 인 DC 240〜400V이고 최  류는 7.5A이

다. 충 은 충 기와 SAE J1772 규격에 근거하여 통신하며, 

충 기의 수  용량을 확인하여 정 류-정 압(CC-CV) 제

어를 통해 고 압 배터리를 완속 충 한다. 한, 차량 내부

에 있는 배터리 리장치(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차량 제어모듈(VCM: Vehicle Control Module) 등

과 CAN(Controller Area Network)을 통하여 OBC 내부 정

보를 차량에 달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OBC의 구성도이다. EMC 

필터와 정류기를 거쳐 총 3 단계의 력변환 회로로 구

성된다. 첫 단계로 입력 측의 역률 보상  출력인 DC-link

의 일정 압 유지를 해 Boost PFC를 사용하 다[4]. 제

어를 해 용 IC인 TI사의 UC2854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제어하 으며, 주 제어기를 통해 동작 여부를 결정한다.

Boost PFC 다음 단에서는 배터리의 요구 류  압에 

맞게 충 해  수 있는 력변환이 필요하다. 이를 해 

하나의 력변환 회로만으로도 구 이 가능하지만 고정된 

입력 압에 비해 출력 압의 가변 범 가 넓기 때문에 하

나의 력변환 회로만으로 이를 구 할 경우 넓은 출력 범

에서 효율 편차가 심해지거나 스 칭소자의 스트 스가 

증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두 단계

로 나 어 Buck 컨버터에서 배터리 충 에 필요한 CC-CV 

제어를 수행하 으며, LC 직렬 공진형 컨버터에서는 최 의 

효율 에서 고정 주 수로 동작시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

다. 이들의 제어를 해서는 Freescale사의 MPC5553를 

이용하여 디지털 제어하 다.

2.2 LDC 설계

LDC의 입력은 OBC의 출력과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력 사양은 고 압 배터리의 충  범 인 

DC 240〜400V와 동일하며, 출력은 압 배터리의 충  

압인 DC 14.2V이고 최  류는 85A, 정격 출력은 

1.2kW이다. 충  동작은 차량의 ignition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ignition 신호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압

이 특정 압(12.2V)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고 압 배터리 

충 을 해 OBC가 동작하는 경우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정 압(CV) 제어를 통해 압 배터리를 충

한다. 한 OBC와 마찬가지로 CAN을 통해 상  제어기인 

BMS, VCM 등과 LDC 내부 정보를 공유한다.

LDC는 그림 3과 같이 EMI 필터와 하나의 DC-DC 컨버

터로 구성되며, DC-DC 컨버터는 두 개의 인덕터 정류회로

를 이용한 current doubler 타입의 상천이 풀 리지 토폴

로지를 사용하 다[5]-[7]. 상천이 풀 리지 컨버터는 별

도의 추가 회로 없이 스 치들의 게이트 신호에 시간 지연

을 두는 방식을 통해 소 트 스 칭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스 칭 손실을 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고주  스 칭

을 통해 컨버터의 부피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 

2차 측에는 current doubler 방식과 동기정류방식을 용하

다. 이러한 회로의 장 은 변압기 2차 측 류 정격을 감

소시킬 수 있어 류에 의한 손실을 감시킬 수 있으며, 다

이오드의 높은 도통 손실을 MOSFET의 내부 Rds 항에 

한 손실로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폴로지는 

LDC와 같은 압, 류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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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발된 CCM 하드웨어 (a) 3D 내부단면 (b) 사진

Fig. 4 Implemented hardware of the CCM (a) 3D internal 

cross section diagram (b) Photograph

그림 5 보호 알고리즘 순서도 (a) OBC (b) LDC

Fig. 5 Flowchart for protection algorithm (a) OBC (b) LDC

번호 항목 오류발생 조건 오류해지 조건

1 Input OVP(220V) > 252V

AC Plug Off

2 Input UVP(220V) < 188V

3 Input OVP(110V) > 138V

4 Input UVP(110V) < 102V

5 Input OCP > 20A

6 DC-link OVP > 420V

7 DC-link UVP < 350V

8 Output OVP > 420V

9 Output OCP > 10A

10 OBC OTP > 80°C

표 1 OBC의 오류 발생  해지 조건

Table 1 Conditions for fault/release mode of the OBC

번호 항목 오류발생 조건 오류해지 조건

1 Input OVP > 420V < 400V

2 Input UVP < 200V > 240V

3 Input OCP > 10A < 9.5A

4 Output OVP > 18V > 14.5V

5 Output OCP > 100A < 90A

6 OTP 1 > 75°C < 65°C

7 OTP 2 > 75°C < 65°C

표 2 LDC의 오류 발생  해지 조건

Table 2 Conditions for fault/release mode of the LDC

될 수 있다. 컨버터의 제어는 용 IC인 TI사의 UCC 28950

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제어하 으며, 상 제어  보호동작

은 DSP를 통해 수행된다.

2.3 CCM 기구부 설계

CCM은 차량의 엔진룸에 장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

동  방수/방진에 한 향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

림 4(a), (b)는 각각 CCM의 내부 단면도와 제품사진을 나타

낸다. 기구부의 설계는 OBC와 LDC가 통합된 수냉식 구조

로 두 력변환기가 동시에 방열될 수 있게 냉각 이트

를 기 으로 상측에는 OBC, 하측에는 LDC를 배치하 으며, 

엔진룸에 장착되기 때문에 기존 OBC에 비해 냉각 면에 있

어 이 을 갖는다. 한, 진동  연내압을 개선하기 해 

MOSFET과 다이오드와 같은 력 소자를 metal PCB에 실

장하고 그 에 상 으로 무게가 나가는 EMC 필터와 필

터 커패시터를 구성하 다. 추가 으로 EMC 필터와 력부

를 분리하여 자  내성을 향상 시킬 수 있게 설계하 다.

3. 오류 주입법을 통한 력변환장치의 

동작 시 스 검증

본 에서는 오류 주입법(fault insertion)을 통한 CCM의 

동작 시 스 검증에 해 기술한다. 동작 시 스 검증을 

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력변환장치에서 력부를 제외하고 

순수 제어기만을 상으로 오류 주입  그에 따른 동작을 

검증할 수 있는 controller level(단품), 력부와 제어부가 

결합된 실제 력변환기의 입력  출력에 각각 에 지원 

 부하를 연결하여 력을 인가 후 오류를 주입시켜 동작 

시 스를 검증할 수 있는 power level(완품)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때 각 시험은 OBC  LDC를 분리시켜 진행하 다. 

그림 5 (a)와 (b)는 각각 OBC와 LDC의 보호 알고리즘 순

서도이며, 표 1, 2는 오류 발생  해지 조건을 나타낸다. 

OBC 보호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제어 주기마다 보호동작 

라미터를 측하며 재 OBC가 정상(normal)/경고

(warning)/오류(fault) 모드  어떠한 상태인지 단한다. 

경고 상태에 진입할 경우에는 상  제어기와의 통신을 통해 

재 상황은 알려주지만 OBC 자체 으로 별도의 보호 동작

은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 상황이 0.5  이

상 지속 될 경우 오류 모드에 진입하게 되며, 상  제어기에 

이를 알려주는 동시에 출력되는 게이트 시그 을 차단하여 

자체 으로 shut-down 시킨다. 이러한 오류 상황은 OBC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AC 러그 탈착 시에만 해지된다. LDC

의 보호 알고리즘 한 OBC와 유사하게 보호동작 라미터

를 측하여 재 모드를 별하지만, 경고 상황이 10  이

상 지속 될 경우에만 오류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LDC의 

운용특성 상 항시 입, 출력 측에 배터리가 속되어 있기 때

문에 오류 발생 후에도 다시 해지조건에 진입할 수 있다면 

오류 모드는 해지 된다. 하지만 오류 모드에 진입한 10  

이후에도 오류가 지속된다면 이는 고장으로 단하여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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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완품에서의 동작 시 스 검증 방안

Fig. 7 Block diagram of the power level test

그림 8 HILS를 이용한 운용 검증 방안

Fig. 8 Block diagram of the HILS level test

모드(failure mode)로 빠져 메인 CPU의 원을 제거 후 다

시 인가해야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1 Controller level(단품)에서의 동작 시 스 검증

오류 주입법을 통한 력변환장치의 동작 시 스를 검증

하는 첫 번째 방안인 controller level 시험의 구성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구성도에 보이듯이 시뮬 이터에 의해 제

어기로 오류 조건을 주입하기 해서는 제어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ADC driver단의 출력을 끊고 시뮬 이터의 DAC

와 연결한다. ADC driver단에서 출력되는 압 범 로 

DAC의 출력을 가변하여 오류 상황을 모사하며, 그에 따른 

출력, 즉 게이트 시그 이 정상 으로 출력되는지 시뮬 이

터의 PWM_IN 채 을 통해 확인한다. 한, OBC  LDC

의 각종 라미터들을 CAN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뮬 이터

에서 모니터링하며, 동작 시 스를 검증한다. 이와 같은 방

식의 장 으로는 사용자가 확인하고 싶은 오류 상황을 단순

히 시뮬 이터의 DAC 제어만으로 손쉽게 만들어 내어 시험

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거나 직  

시험하기 험한 오류 상황들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의 

진행은 시뮬 이터에서 기 모든 변수들을 정격 범  내로 

설정하여 정상 동작시키며, 이후 시험하려는 변수의 값만 변

화시킨다. 이때 설정된 보호조건 지 에서 보호 되는지, 

한 보호조건이 발동됨과 동시에 상  제어기에 이러한 정보

를 알려주는지, 게이트 시그 들이 차단되어 동작이 종료하

는지를 확인하 다.

그림 6 단품에서의 동작 시 스 검증 방안

Fig. 6 Block diagram of the controller level test

3.2 Power level(완품)에서의 동작 시 스 검증

두 번째 검증 방안인 power level(단품) 시험의 구성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Power level 시험에서는 OBC  

LDC의 완품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입력 측에는 

계통(OBC) 혹은 고 압 배터리(LDC)를 모사할 수 있는 

로그래머블 워 서 라이를, 출력 측에는 부하 항을 사용

한다. 시뮬 이터에서는 특정 경고/오류 상황을 모사하여 

CAN을 통해 입력 워 서 라이  출력 부하를 변동시키

며, 력변환장치의 각종 라미터들도 이 CAN을 통해 피

드백 받아 력변환장치의 동작 시 스를 검증한다. Power 

level 검증의 장 으로는 시뮬 이터에서 임의로 만든 형

을 피드백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시그 의 듀티 

변화와 같은 실제 형에 한 보호조건을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power level에서의 검증 방법은 실제 구 해 

내기 어려운 오류들에 한 상황들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 의 controller level 시험을 

고려한 한 항목을 선정하여 서로를 보완하는 형태로 시

험이 진행돼야 한다. 시험은 controller level에서 한계가 있

었던 보호 기능들에 해서 진행되며, 설정된 조건에 따라 

보호조건이 동작되는지, 한 보호조건이 동작됨과 동시에 

정확히 상  제어기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지, power 

de-rating  hiccup 동작들이 정상 으로 운용되는지를 확

인하 다.

4. HILS를 통한 LDC의 운용 검증

HILS는 제어와 제어 상이 이루고 있는 제어 루 에서 

특정 부분을 실제 제품으로 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학

으로 표 되는 식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하는 

시스템이다[8]. 본 논문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력변환장치

와 이들의 입/출력으로 사용되는 고 압 배터리, 압 배

터리를 실제 제품으로 체하고 나머지 차량의 워트 인 

모델은 시뮬 이션으로 체하는 차량용 battery HILS를 사

용하 다. 이때 그림 8과 같이 각각의 배터리들은 충/방 기

와 병렬로 연결되며, 시뮬 이터에서는 차량모델이 실시간으

로 시뮬 이션 되면서 차량 운행상태 그 로 재 하여 

CAN을 통해 이들을 제어한다. 한 고 압 배터리의 BMS 

 LDC와도 CAN을 통해 통신하며, 배터리의 SOC, 압, 

류, 재 상태 등의 정보들을 모니터링  장한다.

앞 에서는 력변환기 자체의 제어기  완품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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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ILS 시험 환경 구성

Fig. 9 Composition of the test environment for HILS

그림 10 UDDS 사이클에 따른 PHEV 차량 모델  배터리 

팩의 시험 결과

Fig. 10 Test result according to UDDS cycle of the PHEV 

model and battery pack

로 오류 주입법을 통해 보호동작 알고리즘을 검증한다면 

HILS level에서는 실제 차량과 동일한 력 환경을 모사한 

뒤 차량 주행 패턴에서도 력변환장치가 정상 으로 운용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때 OBC의 경우에는 동작 특

성 상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용 원으로부터 고

압배터리를 충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을 모사해주는 HILS에서 별도의 검증은 필요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LS를 통한 검증은 LDC로 한

정지어 진행하 다.

4.1 Battery HILS 장비 환경 구성

Battery HILS의 구성은 크게 시뮬 이터, 충방 기, 배터

리와 같은 하드웨어 장치들과 차량 모델, 제어 로그램과 

같은 소 트웨어로 나눠진다.

4.1.1 RTS 장비

워트 인 차량 모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한 장치

를 RTS(Real Time System)라 하며,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

능한 모든 임베디드 제어기가 이에 해당한다. 친환경 차량

의 복잡한 워트 인 모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해서

는 고성능의 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며, 본 논문

에서는 dSPACE사의 DS1006보드와 DS2202 보드를 이용하

여 이를 구 하 다.

4.1.2 충/방 기

력변환장치의 에 지원  부하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실제 차량의 주행 사이클에 맞게 충 , 방 하는 장비가 충/

방 기이다. 충/방 기는 PHEV 배터리 팩에 요구되는 최  

정격을 모사할 수 있게 채 당 450V/250A(병렬연결 시 

500A)의 정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CAN에 의한 압/

류/ 력(CC/CV/CP) 제어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1.3 고 압 배터리

Battery HILS에 사용된 고 압 배터리는 PHEV용 리튬 

계열 배터리 팩으로 8개의 셀이 직렬 연결되어 하나의 모듈

을 구성하며, 이러한 모듈 12개가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총 

96셀로 이루어진 6.9kW  배터리이다. 이 배터리 팩은 각 

모듈을 연결하는 버스바, BMS, 리차징 릴 이와 서비스 

러그가 통합된 PRA(Power Relay Assembly), 냉각 블로

워  덕트 등으로 구성된다. 용량은 20Ah이며, 정격 압은 

360V이다.

4.1.4 압 배터리

압 배터리는 차량의 장부품에 원을 공 하는 

12V 배터리로 기존의 내연기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납

축 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70Ah AGM(Absorbent Glass 

Material) 배터리를 사용하 다.

4.1.5 PHEV 차량 모델

본 연구에서는 PHEV 차량의 워 트 인 모델을 해 

ANL사의 PSAT(Powertrain System Analysis Toolkit)을 

사용하 다. 사용된 모델은 PSAT에서 제공하는 병렬형 타

입의 형차 기본 모델을 본 연구의 LDC 입력 정격에 맞게 

수정하 다. 차량 모델은 Honda사의 Accord 바디 랫폼을 

기반으로 약 2톤의 공차 량을 갖는 샤시 모델을 사용하

으며, Toyota사의 Corolla 1.8리터 기반의 104kW 가솔린 엔

진과 2004년식 Toyota사의 Prius 기반 최  51kW 구자석 

모터  6.9kW  Li-ion 배터리가 장착된 PHEV이다.

4.2 Battery HILS를 이용한 LDC 운용 검증

최종 으로 Battery HILS을 이용한 LDC를 운용 검증하

기 해 PHEV 모델을 상으로 드라이빙 사이클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UDDS(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를 사용하 다. UDDS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정된 다이나모미터 사이클로 경량차

량의 도심 주행 연비 성능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

림 9는 HILS Level에서의 시험 환경 구성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10은 PHEV 모델에서의 UDDS 사이클에 한 시험 

결과이다. 좌상측 그림은 차량의 속도  배터리의 SOC에 

한 결과이다. PHEV 모델에서는 차량의 동력원이 고 압 

배터리뿐만 아니라 엔진 한 존재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SOC는 약 25% 수 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주행  

상  알고리즘에 따라 엔진의 발  에 지를 이용하여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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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DDS 사이클에 따른 LDC 시험 결과

Fig. 11 Test result according to UDDS cycle of the LDC

리를 충 해  수 있다. 우상측 그림은 차량 주행  고

압 배터리의 압  류의 변화를 나타낸다. 배터리의 

류는 차량  LDC 구동에 필요한 력공   엔진의 발

에 지에 의해 최  –90A에서부터 100A까지 충/방 이 일

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압 역시 순시 으로 변동은 있

지만 SOC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압의 평균값 역시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좌하측 그림은 배터리의 SOC 

 엔진 기동여부(1:On, 0:Off)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하측 

그림은 차량 속도에 따른 엔진 기동여부를 나타낸다. 엔진

이 기동될 때 SOC가 상승하기 때문에 평균 으로 일정 

SOC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엔진의 발  에 지가 차량

의 구동  고 압 배터리의 충 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된

다. 한, 엔진은 일정 SOC 이하로 감소하 을 때뿐만 아니

라 차량의 속도가 증하여 배터리의 에 지만으로 차량의 

구동이 어려울 때에도 기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통해 PHEV 모델을 이용한 배터리 HILS가 정

상 으로 구동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차량과 동일한 

력 환경에서 LDC가 운용 검증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UDDS 사이클에 한 LDC 시험 결과를 나타

낸다. LDC의 입력 압은 PHEV의 고 압 배터리의 출력

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선 결과와 같이 일정 수 의 압

을 유지하고 있다. 입력 압의 순시 인 변동 폭에도 LDC

의 출력 압은 압 배터리를 충 하는 알고리즘인 CV 

제어에 의해 일정 압(14.2V)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출력 

류는 압 배터리의 충 을 한 류  장부하에서 

요구되는 류의 합이 되며, 이  장부하의 요구 류 

즉, 충방 기 채  2의 류를 RTS에서 특정 패턴으로 변

경하 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하 변동에서도 LDC

의 제어가 안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DC의 내부 온도

는 변압기(LDC Temp. 1)와 스 칭 소자인 FET(LDC 

Temp. 2) 두 곳에서 측정된 데이터이며, 시험 환경 온도인 

25°C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40˚C에서 포화되어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LDC의 냉각 성능 역시 문제없음을 검증하 다. 상  제어

기와의 통신 방법인 CAN 역시 warning이나 fault없이 

normal 상태를 송하며 정상 으로 수행되었으며, UDDS 

사이클에 한 효율을 측정해본 결과 입력 압  출력 

류에 따라 최소 83.78%에서 최  93.31%까지 변동은 있었

으며, 평균 90.10%의 효율을 달성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BC와 LDC의 통합형 구조인 CCM을 개

발하 으며, 이를 상으로 실차에 탑재하지 않고 운용 안

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기술하 다. Controller, 

power level로 구분 지어 오류 주입법을 통해 차량에서 발

생될 수 있는 다양한 warning/fault 상황들을 시뮬 이터로 

모사하여 보호동작에 따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 다. 

한 최종 으로 PHEV 차량 모델이 용된 배터리 HILS를 

통해 실차 력 환경을 모사하여 도심 주행 패턴에서도 

LDC가 정상 으로 운용되는지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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