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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is describe to an optimization analysis process for the weight reduction of the voltage converter in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s. The optimization design is a technique that finds the optimal material distribution under a given material 

quantity constraint by combining the design sensitivity with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mathematical optimization. Among the 

topology optimization, a lightweight design is performed by a 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with simple formula and 

well-convergence. The lightweight design consists of three steps. As a first step, a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basic design of the 

on-board voltage converter was constructed and static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load. In the second step, the optimum shape is 

obtained for the lightweight by performing the topology optimization using the 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applying the 

stiffness coefficient of the isotropic material to the static analysis result. As a final step, impac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a half-sinusoidal pulse shape impact load which satisfies the impact test standard of the vehicle-mounted part with respect to the 

optimum shape. In the topology optimization, the design domain was defined as the mounting bracket area, and the design technology 

was finally achieved by optimizing the mounting bracket to achieve a weight reduction of 20% over the bas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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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진국들을 심으로 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해 

충  인 라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탑재형 력변환장치(voltage converter)의 연구방향은 압 

변환  충 성능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등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고성능  경량

화를 한 소재  디자인의 선정은 매우 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력변환장치의 막연한 경량화는 주행  발생하는 외력

에 강도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설계 로세스의 

기 단계에서 최 의 경량화 설계를 측할 수 있는 최 화 

방법을 활용한 설계가 필요하다. 형상 최 화 문제는 크게 치수 

최 화(size optimization), 형상 최 화(shape optimi-

zation), 상 최 화(topology optimization)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치수 최 화는 정해진 형상에 해서 공학  

설계 변수인 단면 , 형상의 두께, 성 모멘트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치수를 변화시키면서 반복 인 FEA(finite element 

analysis)를 통해 최 의 치수를 얻는 방법이다. 형상 최 화는 

구조물의 연속 인 경계면의 형상을 변수로 하여 최 화하는 

기법이다. 치수  형상 최 화는 형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유도가 한정 인 단 을 지니며, 구조물의 기 상이 결정

되고 난 이후에 최 화 과정의 수행이 가능하며,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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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for weight reduction optimal design of 

voltage converter

상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을 해 최 화된 형상이 기 형상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 최 화는 재료 물성치에 한 

설계민감도와 수학  최 화를 결합하여 주어진 재료량 제한

조건 하에 최 의 재료분포를 찾는 설계기법으로 상의 고정화, 

자유도가 묶이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 화 알고리즘이다

(Cha et al., 2013).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기본 형상 

설계에 해 정 해석을 수행하고 등방성 재료의 강성계수를 

이용한 SIMP(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의 상 최 화방법으로 최 화를 수행하고 상 최 화에 

의해 제시된 마운  래킷 형상은 충격특성 해석으로 동  구조 

강성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 다.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경량화 설계를 한 최 화는 Fig. 

1의 로세스에 의해 수행하 다. 

2. 상 최 화 기본 이론

2.1 상 최 설계 

상 최 화 설계는 구조 최 설계 방법으로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목 함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연결성을 최 화하는 방법이다. 상 최 설계는 

형상 최 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 고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유도가 더 자유로워지는 장 이 있다(Bendsoe et 

al., 1988). 상 최 화 기법에는 직교이방성(ortho-tropic)

재료의 강성계수를 이용한 균질화법(homogenization method)

과 등방성 물질의 강성계수를 이용한 도법(SIMP method)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Robin, 2016).

균질화법은 미소 구조물 안의 특성들이 균질화되어 있고 

간의 도들을 해석하고 미세 구조물의 응력을 결정하는데 

타당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각각의 유한요소의 재료상수를 계산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미세구조물의 치수와 방향을 

모델화하기 해 많은 설계변수들이 필요하다. SIMP법은 0과 

1사이의 도 분포를 갖는 요소들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안되었으며, 각 설계 요소의 도계수 값의 변화에 

따른 설계 민감도를 계산해서 0 는 1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때 간값의 도를 가지는 요소 개수를 이고 

수렴성을 높이기 하여 페 티 함수(penalty function)를 

사용한다. 페 티 함수는 도계수 값이 0과 1의 간상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가상의 물질상태로 약한 연결

성을 가지게 하여 연속성을 함수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수렴성과 계산과정의 수월성으로 SIMP법이 많이 사용된다

(Bendsoe et al., 2003).

2.2 도법(SIMP method)

도법은 연속체 문제를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구조물의 

컴 라이언스를 최소화하기 한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차 

그 용 역을 확 해 가고 있다(Suzuki et al., 1991).

도법의 설계변수는 가상의 단  요소 도 이며, 구조

물의 설계 역의 부피는 단  요소 체  와 해당 요소 도 

의 곱으로 표 된다.






 (1)

여기서, 요소 도 는 수치  문제를 피하기 하여 범 가 

0≤ ≤1로 주어진다. 

각 요소에서의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는 구조물의 탄성계수이며, 는 페 티 계수(penalty 

factor)이다. 페 티 계수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재료 

도 값들에 하여 페 티 효과를 주어 재료 도 값을 0 는 

1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마운  래킷 최 화 

문제는 컴 라이언스  체  최소화 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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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는 체 강성 행렬을 나타내며, 각 요소의 강성 행렬 

과 요소 도의 지수 승의 곱으로 표 된다. 는 최 화 

목표인 최  체 분율(volume fraction)을 나타낸다. 

3. 정  구조해석

3.1 탑재형 력변환장치 기본설계

기자동차는 외부 원으로 교류(AC) 원을 공 받아서 

탑재형 충  시스템(on-board charger; OBC)를 이용하여 

직류(DC) 원을 이용하는 주 배터리를 충 한다. 자동차에 

장착된 장 부품들은 일반 으로 압(12V)을 사용하므로 

기 자동차의 주 배터리로부터 공 받은 고 압을 압으로 

변환하기 하여 력변환장치가 사용된다.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기본설계는 Fig. 2와 같이 상부

이스, 하우징, 마운  래킷, 내부 회로소자로 등으로 구성

하여 설계하 다.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상부 이스와 하우

징은 내부 회로 소자를 외부 충격  수분,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내부 발열 회로소자의 열 방출을 한 냉매가 지나는 유로를 

포함한 구조로 방열 역할을 한다.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하우징 

내부에는 PFC(power factor correction) 모듈, PCB 모듈 

 다이오드 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PFC 모듈은 입력부의 

교류(AC) 원을 직류(DC) 원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PCB 모듈은 작동을 한 스 칭부 제어와 원 출력을 한 

출력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이오드 소자들은 정류작용을 하거

나 류  압을 조 하는 스 칭부의 역할을 하는 발열 부품

들이다. 

Fig. 2 Geometry of voltage converter

Fig. 3 Finite element and boundary conditions of 

voltage converter

Al6061 Steel Polypropylene

Density

(kg/mm
3
)

2.71×10-6 7.80×10-6 1.20×10-6

Elastic modulus

(GPa)
69.00 209.00 2.00

Poisson’s ratio 0.33 0.28 0.40

Yield strength

(MPa)
241.00 550.00 31.00

Part

Top case

Housing

Bracket

PFC module

PCB module
Diode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voltage converter

3.2 유한요소모델

탑재형 력변환장치 해석모델은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노드 개수는 547,669개, 요소 개수는 491,007개로 

육면체 요소(hexahedron element)를 사용하여 구성하 다. 

해석모델의 각 구성요소 재질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경량

화와 열 달특성이 요구되는 상부 이스  하우징, 마운  

래킷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 으며. 질량 효과만 고려

하는 내부 회로 소자는 라스틱  스틸(내부 다이오드 소자는 

라스틱 물성을 사용하 고, PFC  PCB 모듈은 스틸) 

물성을 사용하여 기본 설계모델의 질량 11.3kg와 일치하도록 

하 다. 상 최 화를 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차량에 

부착되는 마운  래킷의 하부면을 고정하 으며, 하 조건은 

50G의 체 하 (body force)을 반 하 다.

3.3 정  구조해석

상 최 화를 한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정  구조해석은 

ABAQUS의 static 모듈을 활용하 으며, 결과는 Fig. 4와 

같이 50G의 체 하 에 해 질량분포가 가장 큰 PFC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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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static analysis

Fig. 5 Design domains of voltage converter

Fig. 6 Result of topology optimization

Fig. 7 Weight reduction design model of voltage 

converter

지지하는 하우징 바닥부분과 마운  래킷 고정부분에서 약 

18.4MPa의 최 응력이 나타났다. 최 변형은 가장 큰 질량을 

갖는 PFC 모듈 치의 하우징 바닥면에서 약 0.015 mm의 

수직방향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해석 결과로부터 경량화가 가능한 설계 역은 상부 이스, 

하우징, 마운  래킷으로 측할 수 있으나, 상부 이스  

하우징은 회로소자의 수분,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설계 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 최 화를 

한 설계 역은 마운  래킷 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상 최 화해석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상 최 화의 목 함수는 컴 라이

언스(compliance)의 최소화 즉, 강성(stiffness)이 최 가 

되는 것으로 설계변수는 마운  래킷 형상 도로 정의하 다. 

구속조건은 체 체 의 최  75%까지 사용하도록 체 분율

(volume fraction)을 정의하 다. 그리고 Fig. 5와 같이 형상 

도변화가 가능한 설계 역(design domain)과 형상 도변

화가 불가한 비설계 역(non-design domain)을 정의하여 

상 최 화의 형상제한조건을 정의하 다. 

상 최 화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ABAQUS의 Tosca 

모듈을 활용(dassult system, 2011)하 으며, 상 최 화

해석 결과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마운  래킷의 상 최 화결과는 정 해석 결과로부터 

최 응력 21.7MPa로 기본설계 최 응력 비 3.3MPa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방향의 변형은 0.018mm로 

기본설계와 거의 유사한 구조  특성값을 나타냈다. 형상 도는 

최 응력부분을 기 으로 집 되었으며, 응력이 낮은 부분에

서는 형상 도가 낮아져 Fig. 6과 같이 근사 인 마운  래킷 

형상을 측하 다. 그리고 최 화에 의한 형상 질량은 8.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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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oundary & loading conditions of impact test 

simulation

Fig. 9 Result of impact test simulation for the base model

Fig. 10 Result of impact test simulation for the 

optimized model

으로 기본설계질량(11.3kg) 비 2.6kg(23%)의 질량 감소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 의 경량화 설계는 상 최 화해석에 의해 제시

된 근사  형상 모델을 제작 공정을 고려하여 제작이 가능한 

설계모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설계모델은 근사  형상

모델의 형상 도에 의해 축 방향의 마운  래킷만 채택하여 

Fig. 7과 같이 최종 으로 9.0kg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경

량화 설계를 얻을 수 있다. 

5. 최  형상의 충격해석

상 최 화를 통해 제시된 탑재형 력변환장치 최  형상은 

차량 탑재 부품 충격시험 기 (KS C IEC 60068-2-27)을 

만족해야 한다. 차량 탑재 부품 충격시험 기 에 의하면 충격

하 은 Fig. 8과 같이 충격가속도 50G, 지속시간 6ms, 반정

의 펄스형태로 인가된다. 충격해석은 기본설계  최  

형상에 한 비교를 수행하 으며, 마운트 래킷에 충격시험

기 의 충격하 을 반정  형태의 펄스로 인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기본설계의 충격해석 결과는 Fig. 9와 같이 하우징 부분에서 

21.3MPa의 최 응력이 나타났으며, 최  형상의 충격해석 

결과는 Fig. 10과 같이 동일한 치에서 37.2MPa의 최 응력

이 나타났다. 마운  래킷 최  형상설계의 구조특성은 기본설

계 비 15.9MPa의 최 응력 차이로 용재질의 강도 수

(항복강도 241MPa)을 고려하 을 때 경량화로 인한 구조  

안정성의 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 최 화를 

통해 제시한 력변환장치의 최  형상설계는 차량 탑재 부품 

충격시험 규격 강도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6. 결    론

기자동차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경량화 설계를 한 상 

최 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탑재형 력변환장치의 경량화 설계는 해석방법으로 

정 해석을 통한 인자의 선정, 상 최 화수행, 제작 

공정을 고려한 상세설계, 최종 으로 충격하 에 한 

해석을 수행하고 차를 제시하 다.

(2) 탑재형 력변환장치는 도법에 의한 상 최 화로 

기본 설계 비 20%의 경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본 논문의 상 최 화는 차량 탑재 부품 충격시험 기

(KS C IEC 60068-2-27)을 만족하는 탑재형 력변

환장치의 경량화 설계를 확보하 다.

(4)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상 최 화과정은 반복 재 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자동차 탑재형 부품 설계  마운  

방법에 다양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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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기자동차 충 시스템에서 력변환장치의 경량화를 한 최 화 분석 로세스에 한 내용을 서술하 다. 최

화 설계는 재료 물성치에 한 설계민감도와 수학  최 화를 결합하여 주어진 재료량 제한조건 하에 최 의 재료분포를 

찾는 설계기법으로 상의 고정화, 자유도가 묶이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 최 화방법을 사용하 으며, 상 최 화

방법  비교  수식화가 간단하고 수렴성이 좋은 SIMP법(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에 의해 경량화 설계를 

수행하 다. 경량화 설계는 3단계의 차로 구성하 으며, 첫 번째 단계로 력변환장치의 기본 설계에 한 유한요소모델

을 구성하고, 하 에 한 정 해석을 수행하 다. 두 번째 단계로 정 해석 결과에 해 등방성 재료의 강성계수를 용한 

도법을 이용하여 상 최 화를 수행하여 경량화를 한 최  형상을 도출하 다. 세 번째 단계로 최  형상에 해 차량 

탑재 부품의 충격시험기 에 만족하는 반정  펄스형태 충격하 을 인가하여 충격해석을 수행하 다. 상 최 화단계에

서 사용 환경조건으로 설계 역 정의는 마운  래킷 역으로 제한하 으며, 마운  래킷의 설계 최 화를 통해 최종

으로 기본설계 비 20%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한 설계기술을 확보하 다. 

핵심용어 : 력변환장치, 상 최 화, 경량화 설계, 마운  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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