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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irst, a linearized modeling of a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used in chargers of electric vehicles 

is derived by using state-space approach and transfer functions from the duty ratio to output voltage and the inductor current

are also verified. second, control systems for the output voltage and the inductor current are designed using the root locus 

technique. It is illustrated by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control performance on the output variables is satisfied with the 

designed digital control system based on a automobile qualified 32-bit micro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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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

의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종류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성능은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모터 각각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며 배

터리 충전기의 경우 효율 및 충전시간이 성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1]-[3].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On-Board 

Charger)는 차량용 배터리 충전기로 가정이나 공공시설에서 충전

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므로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대응책으로 주목받

고 있다. 최근 장거리 운행을 위한 배터리 용량 증가와 편리성을 

위한 충전 시간의 단축 요구로 더욱 높은 성능을 가진 차량 탑

재형 완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는 역률 개선을 위한 역

률개선회로(Power Factor Correction circuit)와 배터리 충전 성

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DC/DC 컨버터(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

터)로 구성되는 2단 구조를 주로 사용한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는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 부가적인 회로의 추가 없이 위상 

천이를 이용한 소프트 스위칭 방식만으로도 1차 측 스위치에서 소

프트-스위칭의 일종인 영전압 스위칭(Zero-Voltage Switching)

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영전압 스위칭은 스위치 소자가 OFF

상태에서 ON상태로 바뀌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저감시키

는 기술로서, 1차 측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

여 고효율 획득에 유리하고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를 저감할 수 있다[4][5].

또한, 최근 전력변환장치를 위한 고성능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개발되어 디지털 제어 방식의 편리성 및 성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 디지털 제어는 이산적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제어 방식보다 온도 및 부품의 노화, 노이즈와 같은 내·외부의 

영향에 덜 민감하며 알고리즘의 변경으로 인한 하드웨어 교체가 

따로 필요 없다[6][7].

본 논문에서는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의 구성 중 충전 성능

을 전담하는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수학적 모델링 수식

을 정립하고 근궤적 기법을 이용하여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 

제어기를 설계한다. 또한, 각각의 설계된 제어기는 컴퓨터 시뮬레

이션을 통해 검증된 후 6.6kW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시스템

에 실제 구현되고, 실험을 통하여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제어성능을 보인다.

2.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제어 시스템 구성

2.1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구조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의 역률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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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제어 시스템 구성

Fig. 1 On-Board Charger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디지털 제어 시스템

Fig. 2 Digital control system of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그림 3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스위칭 방식

Fig. 3 Switching method of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표 1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규격

Table 1 Standard of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항목 값

Input Voltage() 400

Output Voltage() 413

Transformer Turn Ratio(n1: n2) 6 : 8

Maximum Inductor Current( ) 15.98A

Maximum Power 6.6kW

Switching Frequency( ) 65kHz

Capacitor(C) 20uF

Inductor(L) 100uH

Leakage Inductor(Lk) 2uH

토폴로지 중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여 고효율 및 고역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터리브드 방식이 적용된 부스트 역률개선(Power 

Factor Correction) 컨버터를 사용한다. 또한, 역률개선 컨버터만

으로는 배터리 충전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위상천이 풀-브

릿지 컨버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는 인터리브드 부스트 PFC 컨버터와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사이에 링크 커패시터가 삽입된 2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

고 추가적으로 EMI 필터부, 정류부도 함께 구성된다[8][9]. 220V

의 계통 전원을 입력 받아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

는 파워부와 제어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부로 

구성된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제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2.2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디지털 제어 시스템 구성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변압기를 

기준으로 1차 측은 풀-브릿지 인버터, 2차 측은 풀-브릿지 정류

기 및 LC필터로 구성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와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이는 그

림 2와 같다. 1차 측 풀-브릿지 인버터는 M1과 M2가 진상 레그

로, M3과 M4가 지상 레그로 구성된다. 위상천이 스위칭은 각 레

그에 포함되는 2개의 MOSFET이 하나의 스위칭 주기 동안 교차

적으로 각각 50%의 시비율로 그림 3과 같이 도통하는 방식이다. 

변압기의 1차 측에 인가되는 전압 의 펄스 폭을 변조하기 

위해 지상레그인 M3과 M4만을 제어하여 2개의 레그의 위상차를 

가변한다. 1차 측 전압 는 2차 측 구성회로인 동기정류기에 

의해 정류되어 이 된다. 동기정류기 스위칭은 1차 측 스위치

의 Turn ON, Turn OFF시점에 따라 동작하며 서로 같은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에 제어되는 것을 그림 3에

서 알 수 있다. M5,M8은 1차 측 스위치인 M4의 턴 온되는 시점

에서 턴 온되며, M1이 턴 오프되는 시점에서 턴 오프된다. 또한, 

M6, M7은 M3이 Turn ON되는 시점에서 ON 되며, M2가 Turn 

OFF되는 시점에서 OFF된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제어 

시스템은 출력 전압 제어기와 인덕터 전류 제어기의 2중 제어루

프로 구성되며,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제어알고리즘을 수

행하기 위해 컨버터의 출력 전압 ,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에 대한 정보는 A/D변환을 통하여 센싱한다. 설계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설계 규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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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소신호 모델링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 제어

기 설계를 위해 컨버터의 수학적 상태공간방정식 모델링이 선행

되어야 한다. 1차 측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 의 영향으로 2차 

측에 무손실 저항 가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상천이 풀-

브릿지 컨버터의 등가회로는 그림 4와 같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소신호 모델링은 임피던스들을 이용하여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에 관한 전달함수를 도출했다[10][11].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의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출력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상태변

수로 하는 상태공간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비율 변화에 

따른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에 관한 전달함수를 구한다.

그림 4 위상천이 풀-브릿지 등가회로 

Fig. 4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equivalent circuit

무손실 저항 는 1차 측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 에 의해 

2차 측에 나타나는 저항성분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1)

먼저, 스위칭 소자인 MOSFET이 ON 상태일 때의 등가회로의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또한, 스위칭 소자인 MOSFET이 OFF 상태일 때의 등가회로

의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2)와 식 (3)을 통해 평균화한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시비율(Duty Ratio)을 의미한다.





 
 






























 

 






















     (4)

식 (4)의 경우 에 의해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므로 선형화

하기 위하여 소신호 해석을 통해 동작점을 중심으로 평균화한 

상태공간방정식을 구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     , ∆    , ∆  
  , ∆   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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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5)를 이용하여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에서 시비율을 

입력으로 하고 출력 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각각 출력으로 하는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6)과 식 (7)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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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 제어기 설계 및 검증

4.1 인덕터 전류 제어기 설계 및 검증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디지털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

은 앞에서 구한 각각의 전달함수를 기반으로 연속시간 영역

(s-domain)에서 식 (8)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Type 2 제어기를 

설계한 후 이산시간 영역(z-domain)으로 등가변환하여 식 (9)와 

같이 디지털 제어기를 구현한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제어 블록도는 그림 5와 같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제

어기 설계 순서는 내부 루프의 전류 제어기를 설계한 뒤 외부 

루프의 전압 제어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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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비선형적인 인덕터 전류 시스템을 선형화하기 위해 표 1을 기

반으로 부하가 6.6kW인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동작점을 

설정하여 시비율을 입력으로 하고 인덕터 전류를 출력으로 하는 

전달함수를 구하면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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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덕터 전류 제어기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Inductor current controller simulation result

그림 8 전류 피드백 시스템의 보드선도

Fig. 8 Bode plot of current feedback system

그림 9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출력전압 제어 블록도

Fig. 9 Output voltage control block diagram of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그림 5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제어 블록도

Fig. 5 Control block diagram of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그림 6 인덕터 전류 제어기의 근궤적 그래프

Fig. 6 Root locus graph of inductor current controller

  

 
××
××

      (10)

전류 제어기는 적분기에 극점과 영점이 추가된 형태인 Type 

2 제어 방식을 이용하며 인덕터 전류 제어는 전체 제어 블록도

에서 내부 루프에 해당하므로 외부 출력 전압 제어보다 빠르게 

수행한다. 인덕터 전류 제어를 위한 Type 2 제어기의 극점은 식 

(11)과 같이 정상상태를 줄이기 위해 적분기 특성이 나타나도록 

원점에 극점과 작은 영점(500Hz:-3,141)을 설정했고 다른 한 극

점(150,000Hz:-942,478)은 s-평면상에서 좌반면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극점의 값을 크게 선정했다. 근궤적 기법을 통해 전류 제

어기의 게인 를 정했으며 특성방정식        을 

기반으로 그린 그래프는 그림 6과 같다. 그래프에서 극점이 근궤

적 좌반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전류 제어기의 게인 값을 100으

로 정하며 디지털 제어기의 게인 값도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 

××
       (11)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인덕터 전류 플

랜트에 설계된 제어기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다. 전

류 플랜트를 통해 출력되는 인덕터 전류값이 입력으로 넣은 기준 

전류값 16A를 추종하는 것을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덕

터 전류 시스템의 제어 대역폭이 25kHz (1.62×105[rad/s])이지만 

제어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역폭보다 빠른 스위칭 주파수인 

65kHz (4.08×105[rad/s])로 선정했다.

4.2 출력 전압 제어기 설계 및 검증

비선형적인 출력 전압 시스템을 선형화하기 위해 표 1을 기반

으로 부하가 6.6kW인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동작점을 설

정하여 소신호 모델링한다. 그 결과 시비율을 입력으로 하고 출

력 전압을 출력으로 하는 전달함수가 식 (12)와 같이 구해진다.

  

 
××

×
       (12)

상위제어단인 전압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뿐만 아

니라 기존에 설계된 전류 피드백 시스템(  


)이 필요

로 하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출력전압 제어 블록도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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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출력 전압 제어기 근궤적 그래프

Fig. 10 Root locus graph of output Voltage controller

그림 11 출력 전압 제어기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Output voltage controller simulation result

전류 제어기와 마찬가지로 전압 제어기 또한 Type 2 제어기

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출력 전압 

제어를 위한 Type 2 제어기의 극점은 식 (13)과 같이 정상상태

를 줄이기 위해 적분기 특성이 나타나도록 원점에 극점과 작은 

영점(30Hz:-188)을 설정했고, 다른 한 극점(100,000Hz:-628,319)

은 s-평면상에서 좌반면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극점의 값을 크

게 선정했다. 근궤적 기법을 통해 전류 제어기의 게인 를 정했

으며 특성방정식         을 기반으로 그린 

그래프는 그림 10과 같다. 그래프에서 극점이 근궤적 좌반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전압 제어기의 게인 값을 1로 정하며 디지털 

제어기의 게인 값도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 

×
      (13)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출력 전압 플랜

트에 설계된 제어기를 적용하고 스텝 응답을 확인한다. 전압 플

랜트를 통해 나오는 출력 전압값이 스텝 입력으로 넣은 기준 전

압값 413V를 추종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1과 같다. 전류제어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압

제어기 또한 디지털 Type 2 제어기로 변환하며 위에서 연속시간 

영역에서 선정한 게인 값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4.3 부하에 따른 통합 시뮬레이션 결과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출력 전압과 출력 기준 전압의 

오차에 따라 수행된 전압제어기의 출력은 인덕터 전류의 기준값

을 정하며 인덕터 전류의 오차를 입력으로 받는 전류제어기를 통

해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입력인 PWM 신호의 시비율을 

정하여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를 제어한다. 입력 전압인 컨

버터의 출력 기준 전압을 413V로 설정하고 부하를 1~7.2kW까지 

변동시키면서 출력 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측정하여 위상천이 풀

-브릿지 컨버터의 제어 성능을 확인한다. 각 부하에 따라 측정된 

인덕터 전류값이 기준 전류값을 추종하는 것을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부하가 6.6kW일 때의 기준 인덕터 전류는 약 15.98A이

며 측정된 인덕터 전류가 제어에 의해 목표값인 15.98A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어기가 부하의 변동에 따라 정상 동

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기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하 변동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3과 같으며, 0.5초

마다 부하를 변동 시켰을 때 인덕터 전류가 부하에 따라 증가했

고 출력 전압은 부하 변동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지만 

413V로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부하에 따른 인덕터 전류 시뮬레이션

Fig. 12 Inductor current simulation by load change

그림 13 부하 변동에 따른 위상천이 풀-브리짓 컨버터 동작시뮬

레이션

Fig. 13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operation simulation 

by loa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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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하드웨어

Fig. 14 On-Board Charger hardware

그림 15 부하 7.2kW에서의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수행결과 

Fig. 15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operation result 

in 7.2kW

그림 16 부하 7.2kW에서의 차량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 통합 실

험 결과

Fig. 16 On-Board Charger integration experiment result in 

7.2kW

그림 17 부하 변동에 따른 차량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 통합 실

험 결과

Fig. 17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integration 

experiment result by load change

5. 실험 결과

차량 탑재형 완속 충전기 내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실험세트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Infineon Technologies

사의 AUDO MAX Family 중 TC1782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차량용 인증을 받은 TC1782의 주요 주변 장치들 중 위상천이 풀

-브릿지 컨버터 제어를 위해 사용된 장치들은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GPTA0(PWM Signal Generation Module),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Ports)이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2차 측 전압은 2차 측 구성요소

인 동기 정류기에 의해 1차 측 전압이 정류된 형태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는 능동형 클램프 

회로가 적용된 회로로써 1차측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1차측 전

류가 감소하는 형상을 볼 수 있다[13]. 또한, 2차측 전류는 2차

측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부하 7.2kW에서 수행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전류 및 전압 동작 파형을 나타내며 1차 측 전류 및 전압이 동

기 정류기에 의해 정류된 파형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용 6.6kW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의 위

상천이 풀-브릿지의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 제어기를 설계하

고 제어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계된 제어기의 제어 

성능을 검증한 결과 부하가 7.2kW일 때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

버터의 인덕터 전류 및 출력전압이 안정적으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하가 7.2kW일 때 차량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의 AC/DC 컨

버터와 DC/DC 컨버터의 통합 실험 결과는 그림 16과 같으며, 전

체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입력전압으로 AC/DC 컨버터인 인터리브드 부스트 역률개선회로 

컨버터의 출력 전압인 를 받으며, 앞장에서 설계된 전류 및 

전압 제어기가 수행됨에 따라 배터리 출력 전압 기준값인 413V

와 인덕터 전류 17.59A(7.2kW/413V)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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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효율 그래프 

Fig. 18 Phase Shift Full-Bridge Converter efficiency graph 

있다. 

주기적으로 부하를 0A에서 9A로 급변하였을 때 실험결과는 

그림 17과 같으며 부하에 따라 전류와 전압이 안정적으로 제어

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에 대한 효율 그래프는 그림 18과 같으며 부하 2kW 이상 구간

에서의 효율은 95∼97%로 제어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탑재형 완속 충전기의 DC/DC 컨버터단

을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로 선정하고 충전기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에 대한 디지

털 제어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상태공간방정식을 이용하여 컨

버터 시스템에 대한 소신호 모델링을 정립한 후 근궤적 기법에 

의하여 Type 2 제어기의 게인값을 설정하였다. Matlab/Simulink

를 통해 설계된 제어기가 적용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시

스템의 성능을 검토한 후 파워부 및 디지털 제어부로 구성된 위

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를 실제 구현하였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2차 측 동기정류기단을 다이오드가 아닌 MOSFET으로 설

계하였다. 또한, 정확한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 센싱을 위해 

A/D 변환 타이밍을 적절히 적용하여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

에 요구되는 역률 규격 및 제어 성능이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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