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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의 고효율-경량화를 위한 전력변환회로 연구

Research on Power Converters for High-Efficient and Light-Weight

Auxiliary Power Supplies (APS) in Railway System

이재범·조인호*

Jae-Bum Lee·In-Ho Cho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철도를 포함한 수송 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ERRAC(European Rail Research Advisory Council, 유럽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주도로 철도차량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European Railway Energy Roadmap: towards 2030)가 진행되고 있으며[1], 북미에서는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보호국)에서 철도차량,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Tier4’ 기준안을 2015년부터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각 전장품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의 경우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고효율/경량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bstract A recent trend of technical development in auxiliary-power-supplies (APS) is to replace 60Hz low fre-

quency transformers with isolated type dc/dc converters. This paper introduces the technical trend in APS structures and

proposes a power converter circuit suitable for high-efficient and light-weight APS. By utilizing the resonant converter,

which achieves ZCS, to reduce switching losses, various types of APS structures (1-stage and 2-stage) are reviewed, and

they are verified by simulation. The full-bridge resonant LLC converter is designed with a 1-stage power converting

structure; the resonant converter topology is designed with a 2-stage power converting structure that has a pre-regulator

converter to compensate for the wide input voltage range. Both a step-down converter and a step-up converter are

designed and compared for the pre-regulator in the 2-stage structur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re compared with sim-

ulation results and loss analyses are presented to proposes appropriate system structure and topologies.

Keywords : Auxiliary Power System (APS), high efficiency, light-weight, resonant converter

초 록 최근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는 시스템의 경량화를 위해 기존 60Hz 저주파 변압기를 제거하고 고주파 구

동과 절연 특성을 갖는 ‘절연형 dc/dc 컨버터’를 적용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절연형 dc/dc 컨버

터를 적용한 보조전원장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보조전원장치의 고효율 및 경량화에 적합한

dc/dc 컨버터 및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대용량 IGBT 소자의 고주파 스위칭(경량화)을 위해 필수적인 ‘영전압-영전

류-스위칭’특성을 갖는 ‘공진형 컨버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조전원장치용 전력변환장치 구조(1-Stage와 2-Stage)를

제안하였고, 각각의 구조에 적합한 컨버터 회로를 선정한 후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 1-Stage 구조의

경우 공진형 컨버터만을 사용하였고, 2-Stage 구조의 경우 공진형 컨버터와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전압 변동을 최소화

하는 Pre-regulator를 적용하였다. Pre-regulator로서 감압 컨버터 또는 승압 컨버터를 각각 적용하여 서로 다른 2-Stage

구조를 구성하고 각 방식의 손실을 비교하였다.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들의 전압 및 전류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소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작을 검증하였으며, 손실 분석을 통해 고효율 및 경량화에 가장 적합한 구조 및 회로

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보조전원장치, 높은 효율, 경량화, 공진형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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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는 Fig. 1과 같이 ‘Low Frequency Transformer Type’의 경우 판토그라프와 3상 부하의 절연을

위해 60Hz 주변압기, ‘60Hz Main Power Transformer’가 사용되고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용 변압기, ‘60Hz Batt.

Power Transformer’가 전압의 크기를 배터리 전압에 맞게 변화시켜 준다. 이와 같이 2개의 60Hz 변압기를 적용한 형태는 단순

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큰 저주파 변압기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 부피

나 무게 측면에서 단점을 갖는다.

철도차량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보조전원장치에 방열팬을 장착

하여 방열판의 크기나 무게를 절감하는 방안이다. 기존 자연냉각 방식에 비해 공기순환성능 및 방열효율을 높여, 기존 소자들

의 패키지 크기를 줄이거나 사용되는 소자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전력변환회로의 동작 주파수를 증가시켜 수동소자의 크기

를 줄이는 방안이다. 변압기, 인덕터, 커패시터 등 수동소자의 경우 동작 주파수 증가에 비례하여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감

소하므로 전력변환장치의 수동소자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위 두 가지 연구 방향이 모두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방열팬의 경우 추가적인 소음이나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사와의 협의

후에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한 연구는 동작 주파수 증가를 통한 수동소자

크기 절감 연구로 집중되고 있다[3]. 

Fig. 2는 최근 주목받는 Isolated-type DC/DC Converter를 적용한 Auxiliary-power-supplies(APS)의 구조를 보여준다. 기존의

부피가 큰 60Hz 저주파 변압기를 대신하여, 수 kHz 대역의 고주파 스위칭용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절연형 컨버터를 통해 변

압기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녹색열차 구현을 위한 철도차량시스템

경량화연구(2014년 12월)’ 보고서에 의하면 60Hz 저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기존설비에 비해 30%의 경량화 및 2%의 효율향

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컨버터 회로의 경우,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시 전압-전류가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는 전력

손실 및 발열의 원인이 된다(참조 Fig. 3). 따라서 고주파 구동을 통해 경량화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DC/DC Converter의 스위

칭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스위칭 손실 저감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스위칭 손실 저감을 위해 최근 주목받는 연구는 SiC-기반 소자와 같이 기존 Si-기반 소자에 비해 넓은

Band-Gap을 가져 스위칭 특성이 우수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SiC-기반 소자 적용 시 기존 반도체 소자 대비 우수

한 스위칭 손실 특징으로 인해 더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보조전원장치의 크기를 약 65% 줄일 수 있다(참조 Fig. 4).

Fig. 1. Conventional APS system with low frequency transformer type.

Fig. 2. Structure of light-weight AP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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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용량 SiC 반도체 소자의 경우 현재 시장에 출시 된 제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가격도 기존 Si 반도체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게 형성되어 상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4]. 따라서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력변환회로를 적용하여 보

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구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효율을 가지며 고주파 구동을 통한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해, 영전압-영전류-스위칭 특성을 갖는 ‘공

진형 컨버터’를 적용한 다양한 보조전원장치용 전력변환장치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진형 컨

버터’ 단독으로 사용하는 1-Stage 구조 및 다양한 형태의 Pre-regulator를 병합한 2-Stage 구조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컨버터 회

로는 도시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사양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보조전원장치의 고효율/경량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회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인버터 전력 변환(IPC) 컨버터 회로 선정

DC/DC 컨버터를 적용한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의 구조<Fig. 2> 중 인버터 전력변환, Inverter Power Conversion(IPC), 회

로에 사용되는 토폴로지는 고효율·고주파 동작을 위해 소프트-스위칭 유형의 회로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가장 간단하며 주

목받는 회로로는 1차 측에 인덕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지는 공진 탱크를 구성하여 정현파 형태의 전류를 만들어 주는 ‘LLC 공

진형 컨버터’ 가 있다. LLC 컨버터는 1차 측 스위치의 영전압 및 영전류 스위칭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 구동에도 스위칭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다<Fig. 5(a)>. 하지만 입력 전압(VS=900~1800V) 및 부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넓은 입·출력 이득을 확

보하기 위해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Lm)를 매우 작게 설계해야 하므로<Fig. 5(b)>, 1차 측 소자들의 도통 손실 및 변압기의 공

극 프린징 효과에 의해 낮은 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높은 입력 전압 및 전류에 대응하기 위해 8개의 스위치를 갖는 풀-브리지

구조의 LLC 컨버터가 사용되어야 한다<Fig. 5(a)>.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입·출력 이득은 다음과 같다[5].

Fig. 3. Switching losses when switches are turn-on or turn-off.

Fig. 4. Size reduction of APS with S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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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Lm/LR, Q=(LR/CR)2/RO, fR=1/[2π(LRCR)0.5], n=NP/NS. 여기서, fS는 스위칭주파수, Lm은 변압기의 자화인덕턴스, LR은 공진

인덕턴스, RO는 출력저항, NP와 NS는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 턴 수를 나타낸다.

공진형 LLC 컨버터의 이득(M)은 공진탱크(LR, CR)의 공진주파수(fR)와 동일한 스위칭주파수(fS)로 동작하는 경우, 공진탱크의

임피던스는 0이 되어 입력전압(VLK)이 변압기 턴비로 투영되어 출력전압(VO)이 된다. 예를 들어, 식(1)에서 공진주파수와 스위

칭주파수가 동일하다면 fR/fS가 1이 되어 이득(M=nVO/VLK)은 1이 됨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공진주파수와 스위칭주파수가 다른 경우, 공진탱크의 임피던스는 0이 되지 않아 입력전압이 LR, CR, Lm의 임피던스 분

배 및 변압기 턴비로 출력전압이 결정된다. 공진주파수를 기준으로 스위칭주파수가 낮으면 이득은 공진주파수에서의 이득보다

증가하며(Below 영역), 스위칭주파수가 높으면 이득은 공진주파수에서의 이득보다 감소하게(Above 영역) 된다. 따라서 공진형

LLC 컨버터의 이득변화는 주파수를 변조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위의 수식(1)에서 Q와 k는 이득의 기울기 및 최대이득을 결

정하는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Q는 최대 이득에 영향을 주며 Q가 높을수록 이득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이득의 최대값이 낮으

며(=공진점에서의 이득과 동일), Q가 작으면 이득의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이득의 최대값이 높게 된다(=공진점에서의 이득보다

높음).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의 경우 공진형 LLC 컨버터는 매우 높은 출력 전류로 인해 매우 높은 Q값을 가지므로 최대이

득 한계점을 가지며 이득 곡선이 매우 가파르다. 따라서 이득의 여분을 위해서 공진인덕턴스(LR)을 100uH로 비교적 크게 설계

하였으며 또한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k(=Lm/LR)값을 작게 설계하여 LR에 의한 완만해진 기울기를 비교적 가파르게 설계하였다.

따라서 1-stage 구조를 갖는 LLC 공진형 컨버터는 Lm=500µH, LR=100µH, k=5로 설계되어 넓은 입력범위에 대해 비교적 작은

주파수 변동범위를 가지며 이득 여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은 변압기 자화인덕턴스

로 인해 1차 측 소자들의 도통손실 및 변압기의 공극 프린징 효과에 의해 낮은 효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2-stage 형태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앞 단에 Pre-regulator를 직렬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Pre-regulator로는 감압 컨버터 또는 승압 컨버터가 적용될 수 있으며, LLC 공진형 컨버터의 고정 된 입력 전압으로 인해 큰 자

화 인덕턴스로도 요구되는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Pre-regulator의 정밀한 고정 출력 전압 제어로 인해 좁은 구동 주파

수 변동 범위로 설계 가능하므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자성체 크기를 저감시킬 수 있다. 2.2장에서는 Pre-regulator로 감압 컨

버터와 승압 컨버터를 적용한 2-stage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각 방식의 손실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고효율/경량

화에 가장 적합한 2-stage 구조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2 감압형/승압형 컨버터 기반 2-Stage 구조의 특징 및 분석

도시 철도차량용 보조 전원장치의 입·출력 사양은 입력 전압 범위(VS)=900~1800V, 정상 입력 전압(VS,NOM)=1500V, 출력 전

압(VO)=670V, 최대 출력 전력(PO)=150kW, 스위칭 주파수(FS)=10kHz이며,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양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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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ull-bridge LL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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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의 특징

감압 컨버터인 벅-컨버터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된 2-Stage 구조는 Fig. 6(a)와 같다. 벅-컨버터는 스위치(M1, M2)와 다

이오드(M3, M4의 Body-diode)로 구성 된다. 벅-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최대 전압 스트레스는 최대 입력 전압이며

1800V가 된다.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해 IGBT의 전압 내압을 고려하면 스위치와 다이오드는 각각 2개의 직렬 구조를 필요

로 한다. 반면, 벅-컨버터는 넓은 입력 전압(VS=900~1800V)을 900V의 낮은 링크 전압(VLK)으로 제어하므로 공진형 LLC 컨버

터는 높은 입력 전류를 갖는다. 따라서 1차 측에 도통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풀-브리지 구조가 사용 되며, 2차 측 역시 높은

출력 전압으로 인해 풀-브리지 정류부가 사용 된다.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입·출력 이득은 다음과 같다[5].

(2)

k=Lm/LR, Q=(LR/CR)2/RO, fR=1/[2π(LRCR)0.5], n=NP/NS. 여기서, fS는 스위칭주파수, Lm은 변압기의 자화인덕턴스, LR은 공진

인덕턴스, RO는 출력저항, NP와 NS는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 턴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공진형 LLC 컨버터는 부하에 관계없이 주파수 변동범위, 도통손실, 스위칭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진주파수

(fR)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한다[5]. 하지만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의 경우 공진형 LLC 컨버터는 매우 높은 출력 전류로 인해

높은 Q값을 가지며 이는 공진주파수에서 최대 이득을 나타낸다. 따라서 2-stage 구조의 경우에는 공진형 LLC 컨버터의 입력전

압 범위가 고정이기 때문에 1-stage 구조에 비해 자화 인덕턴스(Lm=2mH)를 증가시킨 비교적 높은 k(=10)값 설계로 Fig. 6(b)와

같이 최대 이득 여분 확보를 통해 정밀한 출력 전압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증가 된 자화인덕턴스로 인해 도통손실 및 변

압기의 공극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공진주파수에서 동작 시 fR/fS가 1이 되므로 수식(2)에 fR/fS=1을 대입하면 nVO/VLK=1이 된

다. 벅-컨버터의 링크전압(VLK)은 900V이고 출력전압(VO)는 670V이므로 변압기 턴비(n)는 1.34가 된다.

반면, 승압 컨버터인 부스트-컨버터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된 2-Stage 구조는 Fig. 7(a)와 같다. 부스트-컨버터는 스위

치(M1, M2)와 다이오드(M3, M4의 Body-diode)로 구성 된다. 부스트-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최대 전압 스트레스는 링

크 전압(VLK)이며 1800V이다.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해 스위치와 다이오드는 각각 2개의 직렬 구조를 필요로 한다. 반면, 부

스트-컨버터는 넓은 입력 전압을 1800V의 높은 링크 전압으로 제어하므로 공진형 LLC 컨버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입력 전류를

갖지만,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해 2개-스위치 직렬 구조를 갖는 하프-브리지 구조가 사용 된다.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

버터의 입·출력 이득은 다음과 같다[6].

M
nV

O

V
LK

----------
1

1
1

k
--- 1

f
R

f
S

----
⎝ ⎠
⎜ ⎟
⎛ ⎞

2

–+
⎩ ⎭
⎨ ⎬
⎧ ⎫

2

π
2
Q

8n
2

----------
f
S

f
R

----
f
R

f
S

----–
⎝ ⎠
⎜ ⎟
⎛ ⎞

2

+

------------------------------------------------------------------------------------------= =

Fig. 6. Buck converter (pre-regulator) + full-bridge LL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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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Lm/LR, Q=(LR/CR)2/RO, fR=1/[2π(LRCR)0.5], n=NP/NS. 여기서, fS는 스위칭주파수, Lm은 변압기의 자화인덕턴스, LR은 공진

인덕턴스, RO는 출력저항, NP와 NS는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 턴 수를 나타낸다.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는 링크 전압(VLK)의 반이 출력으로 전달되므로 (3)와 같이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에

비해 2배 낮은 입¡출력 이득을 갖는다.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 역시 매우 높은 출력 전류로 인해 높은 Q값을 가지지

만, 공진형 LLC 컨버터의 입력전압 범위가 고정이기 때문에 1-stage 구조에 비해 자화 인덕턴스(Lm=2mH)를 증가시킨 비교적

높은 k(=10)값 설계로 Fig. 7(b)와 같이 최대 이득 여분 확보를 통해 정밀한 출력 전압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 공진주파수에서

동작하고 2배 높은 링크 전압으로 인해 변압기 턴비는 (3)로부터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와 같은 1.34(=1800/2/670)가 된

다.

결과적으로 하프-브리지 공진형 컨버터는 풀-브리지 공진형 컨버터에 비해 2배 높은 링크 전압을 갖지만 입·출력 이득이 2배

낮으므로 동일한 설계 조건을 갖는다. 요구되는 입·출력 이득을 갖는 공진 탱크의 설계 값은 다음과 같다. 변압기 턴비(n)=1.34,

변압기의 자화인덕턴스(Lm)=2mH, 공진인덕턴스(LR)=20µH, 공진커패시턴스(CR)=12.7µF. 

2) 2-Stage 구조의 손실 분석

2-1) 도통 손실 및 스위칭 손실(Table 1 참조)

Fig. 8은 벅-컨버터와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주요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벅-컨버터 및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

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의 경우 정상 입력 전압(VS,NOM=1500V)에서 벅-컨버터의 시비율(D) 및 출력 전류(IO=<iLO>=PO/VLK)

는 각각 0.6과 166.67A이다. 벅-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평균 도통 전류는 시비율과 출력 전류에 의존하며 높은 출력

전류(IO=166.67A)로 인해 정상 입력 조건에서 Table 1과 같이 매우 크다. 또한 스위치의 스위칭 손실은 Fig. 3과 같이 스위치

의 턴-온 및 턴-오프 시점의 전압과 전류 중첩 구간 동안 발생하는데 벅-컨버터의 경우 높은 출력 전류로 인해 턴-온 및 턴-오

프 시점의 전류가 커서 큰 스위칭 손실이 발생한다.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경우는 공진주파수에서 동작하므로 영전

압 스위칭이 가능하다. 또한 변압기의 자화인덕턴스는 최대 이득 여분 확보를 위해 2mH로 설계되었으나 Fig. 8(b)와 같이 스

위치의 턴-오프 전류는 오프-셋이 없는 자화인덕터 전류(iLm)의 최대 값이므로 크지 않다. 따라서 스위치의 영전압/영전류 스위

칭이 가능해 스위칭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스위치의 평균 도통 전류(PO/VLK/2)는

입력전류의 반이므로 83.34A이다.

반면, 부스트-컨버터 및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의 경우 정상 입력 전압(VS,NOM=1500V)에서

부스트-컨버터의 시비율(D) 및 입력 전류(<iin>=PO/VS,NOM)는 각각 0.17과 100A이다. 부스트-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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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ost converter (pre-regulator) + half-bridge LL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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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도통 전류는 시비율과 입력 전류에 의존하며 낮은 입력 전류로 인해 정상 입력 조건에서 Table 1과 같이 벅-컨버터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벅-컨버터에 비해 매우 작은 도통 손실을 갖는다. 또한 부스트-컨버터의 스위칭 손실은 낮은 입력 전류로 인

해 턴-온 및 턴-오프 시점의 전류가 작아 작은 스위칭 손실이 발생한다.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는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와 동일한 공진 탱크 설계 값을 가져 스위치의 영전압/영전류 스위칭이 가능해 스위칭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또한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스위치의 평균 도통 전류(PO/VLK)는 입력전류이지만 2배 높은 링크전압으로 인해

83.34A이다. 따라서, 하프-브리지 및 풀-브리지 LLC 컨버터는 동일한 손실 값을 가지게 되지만, 부스트-컨버터가 벅-컨버터에

비해 도통 손실 및 스위칭 손실이 매우 저감되기 때문에 부스트-컨버터 및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가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2-2) 코어 손실

일반적으로 용량에 적합한 코어를 선정하는데 있어, 코어의 단면적(AC)과 창면적(AW)을 곱한 Area-product(AP)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7].

(4)

L은 인덕턴스, iL,max는 인덕터 전류의 최대값, Bmax는 자속의 최대값, iL,r는 인덕터 전류의 실효값, KU는 창면적 활용률,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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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rent key waveform in buck converter (pre-regulator)/full-bridge LLC converter at nominal input/full load condition.

Fig. 9. Current key waveform in boost converter (pre-regulator)/half-bridge LLC converter at nominal input/full load condition.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RMS currents at nominal input/full load condition in 2-stage structure.

Buck+full-bridge LLC converter Boost+half-bridge LLC converter Remarks (Per each)

IGBT: M1, M2
100AAvg 173APeak 17AAvg 105APeak

Boost+half-bridge

Avg. current Peak current -83AAvg -68APeak

Average current

(IGBT body-diode: M3, M4)
67A 83A

+16A

(Boost+full-bridge)

IGBT: M5, M6, M7, M8
83AAvg 11APeak 83AAvg 11APeak

±0AAvg

(Same)

±0APeak

(Same)Avg. current Peak current

Average current

(Ds1, Ds2, Ds3, Ds4)
112A 112A

±0A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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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의 전류 밀도를 나타낸다.

Pre-regulator로써 사용되는 벅-컨버터 및 부스트-컨버터의 인덕터 전류의 최대값(iL,max)은 각각 1800V와 900V 입력전압 조건

에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인덕터 코어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5%의 불연속 전류모드로 설계 시,

L=2.7mH, iL,max=175A, iL,r=167A로 동일하게 설계된다. 수식(4)으로부터 동일한 자속의 최대값, 창면적 활용률, 권선의 전류밀

도를 채택 시 코어의 용량을 선정하는 AP는 동일하므로 사용되는 코어의 체적은 동일하다.

반면 코어 손실(PC)은 자속의 변화량(ΔB), 구동 스위칭 주파수(FS), 코어의 체적(VC)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코어 손실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5)

k, α, β는 코어의 재질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식(5)로부터 벅-컨버터 및 부스트-컨버터의 코어 손실은 동일한 재질 특성, 구동 스위칭 주파수, 자속의 변화량, 체적으로

인해 동일하다.

하프-브리지 및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변압기 선정 또한 변압기의 단면적과 창면적을 곱한 Area-product(AP)를 사

용하며, 다음과 같다[7].

(6)

iP,r는 변압기 1차 측 전류의 실효값, iS,r는 변압기 2차 측 전류의 실효값을 나타낸다.

2-1)의 도통 손실 및 스위칭 손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하프-브리지 및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에서 변압기의 최대 자화인

덕터 전류와 변압기의 1차 및 2차 측 전류의 실효값이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수식(6)로부터 동일한 자속의 최대값, 창면적 활용

률, 권선의 전류밀도를 채택 시 동일한 체적의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어 수식(5)로부터 변압기의 코어 손실은 동일하다.

2.4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효율/경량화에 가장 적합한 2-stage 구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도시철도차량용 보조

전원장치 사양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툴로는 PSIM을 활용하였으며, 벅-컨버터 및 풀-브리지 공진형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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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ulation waveforms at nominal input/full load condition in buck and boost co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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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와 부스트-컨버터 및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를 비교하고 검증

하였다.

Fig. 10은 Pre-regulator로써 사용되는 벅-컨버터 및 부스트-컨버터의 정상입력 및 최대부하 조건에서 동작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벅-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평균 도통 전류는 시비율과 출력 전류에 의존하며 높은 출력 전류

(IO=166.67A)로 인해 Fig. 10(a)와 같이 도통손실 및 턴-온 및 턴-오프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스트-컨버터의 스위치 및 다이오드의 평균 도통 전류는 시비율과 입력 전류에 의존하며 벅-컨버터에 비해 매우 낮은

입력 전류(<Iin>=100A)로 인해 Fig. 10(b)와 같이 도통손실 및 턴-온 및 턴-오프 손실이 크게 저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Pre-regulator 뒷단에 사용되는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 및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의 900V(=벅-컨버

터 출력전압) 및 1800V(=부스트-컨버터 출력전압) 입력 전압 및 최대부하 조건에서 동작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

프-브리지 공진형 컨버터는 풀-브리지 공진형 컨버터에 비해 2배 높은 링크 전압을 갖지만 입·출력 이득이 2배 낮으므로 동일

한 변압기 턴비를 가져 Fig. 10과 같이 동일한 파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풀-브리지 및 하프-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는 동일한 도통손실, 스위칭 손실, 코어 손실을 가진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효율을 가지며 고주파 구동을 통한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를 위해, 기존 저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구조

가 아닌 기존에 비해 30% 경량화 및 2% 효율향상을 가질 수 있는 고주파 DC/DC 컨버터 구조에서 영전압-영전류-스위칭 특

Table 2. Simulation specifications.

Simulation specifications

Input voltage

(Pantograph voltage)

900 ~ 1800VDC

1500VDC (Nominal voltage)

Pre-regulator output voltage
Buck-converter: 900V

Boost-converter: 1800V

3Ø Inverter power 670VDC/200A (130kVA)

Battery power 100VDC/200A (20kW)

Switching frequency 100kHz

Fig. 11. Simulation waveforms at 900V and 1800V input/full load condition in buck and boost co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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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공진형 컨버터’를 적용한 다양한 보조전원장치용 전력변환장치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하여 보조전원장치의 고

효율/경량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회로를 제안하였다. LLC 컨버터는 1차 측 스위치의 영전압 및 영전류 스위칭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 구동에도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입력 전압 및 부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는 넓은 입·출력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를 매우 작게 설계해야 하므로, 1차 측 소자들의 도통 손실 및 변압기의 공극 프린징 효과에 의해

낮은 효율을 나타낸다. 반면 벅-컨버터 및 풀-브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와 부스트-컨버터 및 하프-브

리지 공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의 경우 Pre-regulator 공진형 LLC 컨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감소시켜 공진

형 LLC 컨버터의 최적설계를 통해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Pre-regulator로써 부스트-컨버터는 낮은 입력전류로 인해 벅-

컨버터에 비해 정상입력 조건에서 68A의 최대 전류 값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통손실, 스위칭손실을 크게 저감시

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스위칭 손실로 인해 구동 스위칭 주파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고주파 DC/DC 컨

버터 구조 중에서도 보조전원장치의 경량화에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스트-컨버터 및 하프-브리지 공

진형 LLC 컨버터로 구성 된 2-Stage 구조를 통해 기존의 고효율/경량화 철도차량용 보조전원장치 뿐만 아니라, 넓은 입력범위

를 갖는 다양한 기타산업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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