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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부하영역에서 고효율을 얻기 위한 3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스위칭 기법

Switching Method of 3-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to Achieve High 

Efficiency in Wide Loa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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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un Jung․Bo-Gil Seo․Daun Sun․Eui-Cheol Nho)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a switching method of a three-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to obtain 

high efficiency in wide load range. The proposed soft-switching method provides ZVS and ZCS at turn-on, and ZVS at 

turn-off of the switch as well as considerably reduced conduction loss in light load. Simulation and experiment are carried 

out with a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having the power rating of 3 [kW], and those results show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wi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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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V2G (Vehicle to 

Grid)와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V2G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이동식 ESS로 활

용하는 개념이며 전력 수요가 낮아 전기의 가격이 저렴한 밤 시

간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낮 시

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통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전력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추가적인 전력공급설비의 

증설에 대한 요구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V2G 시스템은 고효율

의 인버터와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요구한다. 양방향 DC-DC 

컨버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1-7], 일반적으로 입출력 전류 리플의 크기가 에너지 저장장치

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효율과 리플 전

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인터리브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 2]. 참고문헌 [1]의 시스템은 정격 부하

에서 전류 임계모드로 동작하며 정격 부하보다 낮은 부하에

서는 전류의 평균레벨을 조절하여 전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하가 큰 경우 효율이 높지만 부

하가 작은 경우에도 일정한 도통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하가 작은 동작점에서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

이 있다. 참고문헌 [2]의 시스템은 전 부하 구간에서 전류

임계모드로 동작하며 충·방전 전력을 스위칭 주파수를 이용

하여 제어하므로 부하가 낮은 경우에도 높은 효율을 가지지

만 시스템의 최저 충·방전 전력이 전력 반도체 소자의 스위

칭 주파수에 의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전 부하 영역에서 스위칭 소자의 손실을 최소로 하

기 위한 3 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스위칭 기법

에 대한 것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력 반도체 소자의 최대 스

위칭 주파수를 기준으로 중부하 모드와 경부하 모드 동작을 가진

다. 중부하 모드는 스위칭 주파수 제어를 통하여 전력을 제어하

며 경부하 모드는 반도체 소자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유

지하면서 duty 제어를 통한 전류불연속모드로 동작한다. 또

한 참고문헌 [1]의 시스템에서 ZVS를 위하여 구성된 커패

시터 개수보다 적은 개수의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스위치의 

턴-온 시 ZCS와 ZVS, 턴-오프 시 ZVS가 되는 새로운 스

위칭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

하는 시스템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 3 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ZVS DC-DC 컨버터

그림 1은 ZVS가 가능한 3 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이다. VDC 는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DC-link 단 전압

이며 400 [V]로 가정하였다. VB 는 배터리 전압이며 VB 의 

변동 범위는 176 ∼ 280 [V]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부하 모드와 경부하 모드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드에 다른 스위칭 기법을 사용하였다. 중부하 모드는 전류임계

모드로 동작하며 스위칭 주파수를 가변하여 충·방전 전력을 제어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정격 부하에서 스위칭 주파수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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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진다. 또한 배

터리 전압의 변동에 따라 스위칭 소자의 duty도 변동한다. 부하

가 계속 감소하여 전력 반도체 소자의 한계 스위칭 주파수가 되

면 경부하 모드로 동작하며 경부하 모드에서 스위칭 주파수는 일

정하게 유지되고 duty 제어만으로 충·방전 전력을 제어한다. 경

부하 모드는 전류불연속모드로 동작하며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손실을 줄이고 ZVS용 커패시터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스

위칭 기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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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ZVS DC-DC 컨버터

Fig. 1 3-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ZVS DC-DC converter

3. 중부하 모드 동작 원리(주파수 제어)

3.1 동작원리

그림 2 는 그림 1의 3 상에서 임의의 한 상만 나타낸 것

으로서 중부하 모드시의 전류흐름도를 나타낸다. 전류의 기

준방향은 iL 과 같으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회로도

에 화살표로 나타내었고 전류 경로는 회로도 상에 굵은 선

으로 표시하였다. 설명의 편의상 그림 1의 La ∼ Lc 및 Ca ∼ Cc  

는 각각 L 과 C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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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파수 제어 모드의 전류 흐름도

Fig. 2 Current path in frequency control mode

충전 모드와 방전 모드 시의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스위

치 전압 파형을 각각 그림 3-(a) 와 그림 3-(b) 에 나타내

었다. 중부하 모드에서는 충전 동작 시 S1 , 방전 동작 시 

S2 의 duty 와 스위칭 주파수를 이용하여 충·방전 전력을 제

어하는데 충·방전 모드는 duty 를 제어하는 스위치만 다르므

로 충전 동작만을 통하여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모드별로 

나누어 설명 하고자 한다.

   (a) 충전 모드             (b) 방전 모드

   (a) Charging mode        (b) Discharging mode

 

그림 3 주파수 제어 모드에서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스위치 

전압 파형

Fig. 3 Switching signals, inductor current and switch voltages 

waveforms in frequency control mode 

1) Mode 1 (t0 ∼ t1)

Mode 1 은 S1 이 턴-온하면 시작된다. 이때 S1 은 ZVS, ZCS 

턴-온 한다. iL 이 상승하는 구간이며 인덕터 전류 iL 은 식 (1) 로 

나타낼 수 있다.

   






    (1)

 

2) Mode 2 (t1 ∼ t2)

Mode 2 는 S1 이 턴-오프하면 시작된다. S1 은 ZVS 턴-

오프 한다. LC 공진을 통하여 ZVS 용 커패시터가 방전한다. 

인덕터 전류 iL 은 식 (2) 와 같으며 ZVS 용 커패시터 전압

은 VS2 와 같고 VS2 는 식 (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3)

  여기서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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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 3 (t2 ∼ t3)

Mode 3 은 S2 의 다이오드가 턴-온 하면 시작된다. iL 이 

하강하는 구간이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4)

4) Mode 4 (t3 ∼ t4)

Mode 4 는 인덕터의 전류가 영전류가 되면 S2 를 턴-온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때 S2 는 ZVS, ZCS 턴-온 한다. iL

이 하강하는 구간이며 iL 은 식 (5)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또한 Mode 4 는 L 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구간이다. ZVS

용 커패시터의 전압을 영전압까지 방전시키는 L 의 에너지

는 식 (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min  




    (6)

식 (5)의 iL 과 식 (6)의 Imin 은 같은 크기이며 Mode 4

가 유지되는 시간 (t3 ∼ t4)은 식 (5)과 식 (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 Mode 5 (t4 ∼ t5)

Mode 5 는 S2 를 턴-오프하면 시작된다. 이 때 S2 는 

ZVS 턴-오프가 된다. Mode 4 에서 L 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ZVS 용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구간이다. 인덕터 전

류 iL 과 VS2 는 각각 식 (7)과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sin t t  (7)

            (8)

6) Mode 6 (t5 ∼ t6)

Mode 6 은 S1 의 다이오드가 턴-온하면 시작된다. iL 이 

상승하는 구간이며 iL 은 식 (9)와 같다.

    






    (9)

3.2 충·방전전력과 주파수

중부하 모드에서 충·방전전력은 스위칭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

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와 DC-Link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 전

류임계모드로 동작하도록 충·방전 모드에서 동작하는 duty도 변

동한다.

소프트스위칭을 위한 LC 직렬 공진이 일어나는 구간은 

스위칭 주기와 비교하여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방전전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DC-Link 전압 VDC

와 배터리 전압 VB, 충·방전 전력 P 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스위칭 주파수를 식 (10)으로 결정할 수 있다.

 
 








min


 (10)

그림 4에 식 (10)을 이용하여 DC-Link 전압이 400 [V]인 경

우 스위칭 주파수에 대한 충·방전 전력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VB 가 176 [V], 200 [V], 240 [V], 280 [V]인 

4 구간에 대한 그래프를 함께 나타내었다.

 

176 VBV =

200 VBV =

240 VBV =

280 VBV =

20 kHz

[Hz]

[W]

 

그림 4 배터리 전압 변동에 따른 스위칭 주파수에 대한 출력 전력

Fig. 4 Output power versus switching frequency with the 

variation of battery voltage

3.3 전류리플 해석

충·방전전력과 배터리 전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위칭 

주파수와 듀티 및 배터리 전류의 리플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제

안하는 시스템에 사용된 배터리 전압의 변동 범위는 176 ∼ 280

[V] 이며 배터리 전압이 267 [V]인 경우 배터리 전류 리플 크기

는 0 [A] 가 된다. 배터리 전압이 267 [V]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배터리 입·출력 전류 리플의 크기 ΔIB 는 각각 식 (11)와 식 (12)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배터리 전압이 267 [V] 보다 큰 경우

 

  
  (11)

2) 배터리 전압이 267 [V] 보다 작은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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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류 흐름도        (b)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a) Current path          그리고 스위치 전압

              (b) Switching signal, inductor

         current, and switch voltages

그림 6 충전 모드에서 전류 흐름도와 각부 파형

Fig. 6 Current path and waveforms in charging mode 

그림 5는 배터리 전압에 대한 입·출력 전류 리플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입·출력 전력이 1 [kW], 2 [kW], 3 [kW] 인 

경우에 대한 전류 리플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BIΔ

BV

3 kWP =

2 kWP =

1 kWP =

176 267 

[A]

[V]

그림 5 출력 전력 변동에 따른 배터리 전압에 대한 리플 전류의 

크기

Fig. 5 Magnitude of current ripple versus battery voltage 

with the variation of output power

4. 경부하 모드 동작 원리(Duty 제어)

중부하 모드에서 충·방전 전력이 감소하면 스위칭 주파수는 

증가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주파수

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고려하여 경부하 모드로 바뀌는 시점을 결정하였다. 경

부하 모드는 반도체 소자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전

류 불연속 모드로 동작한다. 충·방전 전력은 duty를 이용하여 제

어한다. 또한 ZVS용 커패시터 C 와 L 의 공진을 이용하여 스위치 

소자의 턴-온 시 ZVS와 ZCS, 턴-오프 시 ZVS가 되는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여 부하가 낮은 경우에도 스위치 소자에서 발생하

는 손실을 최소로 하였다.

4.1 충전 모드

그림 6에 경부하 모드의 충전 동작 시 전류 흐름도와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그리고 스위치 전압 파형을 Mode I-1 ∼

Mode I-4 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전류의 방향은 회로도 상에 

화살표로 나타내었고 전류 경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1) Mode I-1 (t0 ∼ t1)

Mode I-1은 S1 이 턴-온하면 시작된다. 이 때 S1 은 

ZVS, ZCS 턴-온을 한다. iL 이 상승하는 구간이며 iL 은 식 

(1)과 같다.

2) Mode I-2 (t1 ∼ t2)

Mode I-2 는 S1 이 턴-오프하면 시작된다. 이 때 S1 은 

ZVS 턴-오프를 한다. 이 구간은 ZVS용 커패시터가 방전하

는 구간으로 LC 직렬공진이 발생한다. iL 과 VS2 는 각각 식 

(2)와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Mode I-3 (t2 ∼ t3)

Mode I-3 은 S2 의 다이오드가 턴-온 하면 시작된다. iL

이 하강하는 구간이며 iL 은 식 (4)와 같다.

4) Mode I-4 (t3 ∼ t4)

Mode I-3 에서 iL 이 영전류가 되면 Mode I-4 가 시작한

다. L 과 ZVS용 커패시터의 공진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iL 과 

VS2 는 각각 식 (13)과 식 (14)로 나타낼 수 있다.

 


    (13)

       (14)

 

시스템에서 설정한 스위칭 주기가 경과하고 iL 의 전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점에 S1 을 턴-온 함으로서 Mode

I-1 이 시작된다.

4.2 방전모드

그림 7에 방전 동작 시 전류 흐름도와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그리고 스위치 전압 파형을 Mode II-1 ∼ Mode II-4 로 구

분하여 나타내었다.

 

1) Mode II-1 (t0 ∼ t1)

Mode II-1 은 S2 가 턴-온하면 시작된다. 이 때 S2 는 ZVS, 

ZCS 턴-온되며 iL 이 하강하는 구간이다. iL 은 식 (1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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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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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2S 2Vs DCV

Li

L

BV

1S

2S 2Vs DCV

Li

L

BV

1S

2S 2Vs DCV

Li

C

C

C

L

BV

1S

2S 2Vs DCV

Li

C

  (a) 전류 흐름도       (b) 스위칭 신호, 인덕터 전류,

  (a) Current path         그리고 스위치 전압

   (b) Switching signal, inductor

       current, and switch voltages

그림 7 방전 모드에서 전류 흐름도와 각부 파형

Fig. 7 Current path and waveforms in discharging mode

낼 수 있다.

  






    (15)

2) Mode II-2 (t1 ∼ t2)

Mode II-2 는 S2 가 턴-오프하면 시작된다. 이 때 S2 는 

ZVS 턴-오프를 하며 LC 공진을 이용하여 ZVS용 커패시터

를 충전한다. iL 과 VS2 는 각각 식 (16)과 식 (17)로 나타

낼 수 있다.

     

 
    (16)

             (17)

3) Mode II-3 (t2 ∼ t3)

Mode II-3 은 S1 의 다이오드가 턴-온 하면 시작된다. iL

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식 (18)로 나타낼 수 있다.

    






    (18)

4) Mode II-4 (t3 ∼ t4)

Mode II-3 에서 iL 이 영이 되면 Mode II-4 가 시작한다. 

이 구간은 L 과 ZVS용 커패시터 C 가 공진하는 구간이다. iL

과 VS2 는 각각 식 (19)와 식 (20)으로 나타낼 수 있다.

 


    (19)

       (20)

충전 동작 시와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설정한 스위칭 주기

가 경과하고 iL 의 전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시점에 S2

를 턴-온 함으로서 Mode II-1 이 시작된다.

4.3 스위칭 신호 생성 원리

경부하 모드의 충전 동작 시 모든 스위치가 오프 되어 있

는 Mode I-4 구간에서 L 과 ZVS용 커패시터 C 의 공진전

압이 S1 과 S2 에 인가되며 그 크기는 0 ∼ 400 [V]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위칭 기법은 S1 의 턴-온이 ZCS와 ZVS  

조건이 되도록 ZCD (Zero Crossing Detector) 회로를 이용하여 

Mode I-1 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8에 ZCD 회로도가 추가된 시스템의 한 상의 회로도와 

제안한 스위칭 기법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인덕터 전류, 

스위치 전압 및 스위치 신호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경부하 모드 동작 시 iL 의 공진 주기는 일정하며 부하의 크기

에 따라 duty를 제어하기 때문에 t0 ∼ t3 의 시간이 변한다. 만약 

부하의 변동으로 인한 듀티의 변화로 t0 ∼ t3 의 시간과 iL 의 공

진 주기의 합이 최대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와 일치 하지 않게 

되면 S1 은 양단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턴-온 되며 ZVS용 

커패시터를 400 [V]로 충전시키기 위한 전류가 S1 을 통해 흐르

게 된다.

L

BV

1S

2S 2Vs DCV

1SV

ZoV
Switching

1 2,( )S Ssignal

50 sμ 50 sμ

(a) ZCD를 포함한 컨버터    (b) 인덕터 전류, 스위치 전압,

(a) Converter with ZCD       ZCD 신호와 스위칭 신호

                     (b) Inductor current, switch voltage,

                            ZCD and switching signal

그림 8 ZCD를 포함한 회로도와 충전 모드 시 각부 파형

Fig. 8 Circuit diagram with ZCD and waveforms in charging 

mod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위칭 기법은 최대 스위칭 주파수

의 주기와 가장 가까운 iL 이 영이 되는 시점에 S1 을 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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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상에 ZCD 회로를 추

가하였다. ZCD 회로의 출력신호 VZo 는 Vref 가 영 (Zero) 일 

때, iL 이 양이면 Low, iL 이 음이면 High 신호를 발생한다. 

경부하 모드 동작 시 스위치 양단전압이 영 (Zero) 인 지점

은 그림 8-(b) 에서 알 수 있듯이 iL 의 기울기가 양이고 iL

이 영 (Zero) 인 지점이며 VZo 는 하강에지인 시점이다. 

MCU 의 내부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50 [uS] 의 주기

를 생성하고 이 주기가 지난 이후 VZo 의 신호의 하강에지에

서 스위치를 턴-온 하는 것이 제안하는 스위칭 기법이다. 

하지만 ZCD 회로의 전파지연과 MCU 의 연산으로 인한 지

연 때문에 iL 의 영점을 검출 한 후 스위칭 신호를 생성하면 

실제 스위치의 턴-온 시점이 늦어지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ZCD 회로에 비교 전압 Vref 에 영 (Zero) 이 아닌 음

의 값을 인가한다. 그림 8-(b)에서 알 수 있듯이 VS1 이 영

이 되는 지점은 iL 의 기울기가 양이고 iL 이 영인 지점이다. 

이 시점에서 스위치를 턴-온 하기 위하여 Vref 에 음의 전압

을 인가함으로써 ZCD 와 MCU 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시간

이 경과 한 후 스위치가 턴-온 되는 시점과 실제 iL 이 영

이 되는 시점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스

위칭 기법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Vref 의 보상 

값을 결정하기 위한 튜닝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스위

칭 기법을 적용하면 부하의 변동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변동하는데 이 변동 범위는 iL 의 공진 반 주기의 시간보다 

짧다. 그림 8-(b)에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20 [kHz]로 설

정하였을 때 스위칭 신호를 나타내었다. iL 이 영인 지점에서 

스위칭이 되지만 첫 번째 스위칭주기의 공진 구간 (t3 ∼ t4)

은 두 번째 스위칭 주기의 공진구간 (t3'∼ t4')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50 [us]의 주기로 스위

칭을 하게 되며 시스템에서 설정한 최대 스위칭 주파수 근

처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스위칭 주파수가 유지된다.

5.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림 1에 대한 시스템의 파라미터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은 PSIM을 이용하였으며 스위칭 신

호는 C Block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Parameter Value

VDC 400 [V]

VB 176 ∼ 280 [V]

La ∼ Lc 1 [mH]

Ca ∼ Cc 2.2 [nF]

fmax 20 [kHz]

Rated Power 3 [kW]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그림 9는 3 [kW], 1 [kW], 750 [W]의 전력으로 충전 동

작 시 인덕터 전류, 스위칭 신호, 스위치 전압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다. 그림 9-(a)에서 알 수 있듯이 충전전력이 

3 [kW]인 경우 스위칭 주파수는 8.62 [kHz]로 최저이며, 그

림 9-(a)와 9-(b)를 통하여 부하가 감소하면 스위칭 주파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9-(b)에 나타

난 것처럼 시스템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인 20 [kHz]의 주파

수 대역의 근처에서 경부하 모드 동작이 시작하며 그림 

9-(c)에서 경부하 모드로 변경되어 제안한 스위칭 기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전력 = 3 [kW], 스위칭 주파수 = 8.62 [kHz]

      (a) P = 3 [kW], fS = 8.62 [kHz]

       (b) 전력 = 1 [kW], 스위칭 주파수 = 20 [kHz]

      (b) P = 1 [kW], fS = 20 [kHz]

       (c) 전력 = 750 [kW], 스위칭 주파수 = 20 [kHz]

       (c) P = 750 [kW], fS = 20 [kHz]

그림 9 충전 모드 시 인덕터 전류, 스위칭 신호 및 스위치 전압

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9 Simulation waveforms of inductor current, switching 

signal and switch voltage in charg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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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DIV]sμ

(a) 전력 = 3 [kW], 스위칭 주파수 = 8.62 [kHz]

  (a) P = 3 [kW], fS = 8.62 [kHz]

 

50 [ / DIV]sμ

(b) 전력 = 1 [kW], 스위칭 주파수 = 20 [kHz]

    (b) P = 1 [kW], fS = 20 [kHz]

50 [ / DIV]sμ

(c) 전력 = 750 [kW], 스위칭 주파수 = 20 [kHz]

  (c) P = 750 [kW], fS = 20 [kHz]

그림 11 충전 모드 시 인덕터 전류, 스위칭 신호 및 스위치 전

압의 실험 파형

Fig. 11 Experimental waveforms of inductor current, switch 

voltages and switching signal in charging mode

  

6. 실험 결과

6.1 시스템 구성 

그림 10에 실험에 사용된 실제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시뮬레이

션에 사용된 파라미터와 동일한 사양으로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IGBT는 1 모듈 3 폴로 구성된 SEMIKRON 사의 SKM40GD123D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Ti(Texas Instruments) 사의 TMS320F28335

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하였다.

그림 10 실험 세트

Fig. 10 Experimental setup 

6.2 실험 결과 분석

그림 11에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 스위치 신

호, 그리고 스위치 전압의 실험파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11-(a), 

그림 11-(b), 그림 11-(c)는 각각 충전전력이 3 [kW], 1 [kW], 

750 [W]일 때 실험파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인덕터 전류 iL 과 스위치 전압 

VS1 의 스케일은 각각 5 [A/DIV] 와 200 [V/DIV], 그리고 

시간 축 스케일은 50 [us/DIV] 이다.

실험을 통해 충·방전 동작 시 충·방전 전력의 크기와는 관계

없이 모든 영역에서 ZVS, ZCS 턴-온과 ZVS 턴-오프가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하가 감소함에 따라 스위칭 주파

수는 증가하고 최대 스위칭 주파수인 20 [kHz]에서 스위칭 

주파수가 고정되어 LC 공진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는 인덕터 전류와 ZCD 출력 신호의 실험 파형이다. 

ZCD 출력이 High에서 Low로 떨어지는 Falling edge 에서 스위

치를 턴-온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스위칭 주기에서

는 공진이 4.5 주기 발생하며 두 번째 스위칭 주기에서는 공진이 

3.5 주기가 발생한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의 평균 스위칭 주기는 

50 [us]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배터리 전압 변동에 따른 시스템 효율을 1

[kW], 2 [kW], 3 [kW] 각각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배터리 

전압 VB 가 200 ∼ 280 [V] 구간에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하

여 20 [V] 구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효율을 측정한 

각 구간 사이의 효율은 1 차 보간법으로 근사화 하였다.

전력회로의 입력과 출력 전력만을 측정하여 효율을 계산하였

으며 제어기의 소비 전력은 시스템의 효율 측정 시 고려하지 않

았다. 측정 구간 내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배터리 전압 

280 [V], 출력 3 [kW] 일 때 약 98.3 [%] 이며 효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배터리 전압 200 [V], 출력 1 [kW] 일 때 약 95.8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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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μ 50 sμ

20 / divsμ

그림 12 충전 모드 시 인덕터 전류와 ZCD 출력 신호 실험 파형

Fig. 12 Experimental waveforms of inductor current and 

ZCD output signal in charging mode 

그림 13 배터리 전압에 대한 시스템 효율

Fig. 13 Efficiency of proposed system versus battery voltage

측정되었다. 시스템의 출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효율은 3

[kW], 2 [kW] 및 1 [kW] 에서 각각 97.5 [%], 97.3 [%], 96.8

[%] 이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ZVS 기능을 갖는 3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가 넓은 부하영역에서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한 스

위칭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력반도체 소자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기준으로 중부하 모드와 경부하 모드로 구

분하여 동작한다. 중부하 모드는 전류임계모드로 동작하며 스위

칭 주파수를 이용하여 충·방전 전력을 제어하고 경부하 모드는 

스위칭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duty를 이용하여 충·방전 전력을 제

어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부하 영역에서 스위칭 소자의 턴-

온 시 ZCS 와 ZVS, 그리고 턴-오프 시 ZVS 스위칭을 함으로써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최대 정격 전력 3 [kW]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부하 전력이 3 [kW], 2 [kW], 1 [kW]인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안하는 스위칭 기법의 유효

성을 입증하였다.

제안하는 3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넓은 부하

영역에서 높은 효율을 위한 스위칭 기법은 V2G와 ESS 와 같은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사용되는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성능향

상에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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