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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리플 저감을 위한 듀얼 인덕터 방식의 양방향 dc-to-dc 컨버터

Bidirectional dc-to-dc Converter Employing Dual Inductor for Current Ripple Reduction

이 기 영*․강 필 순†

(Gi Yeong Lee ․ Feel-soon Kang)

Abstract - This paper propose a bidirectional dc-to-dc converter employing dual inductor for current ripple reduction. 

Conventional bidirectional dc-to-dc converter uses a single inductor for two different modes; boost and buc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tisfy the optimized inductance value for each mode. To improve this problem, the proposed converter adds two 

switches, a diode, and one inductor. By proper switching of the additional switch, the proposed converter operates with a 

inductor in boost mode, but it works with dual inductor in buck mode. Hence in both modes the proposed bidirectional 

converter can be operated with optimized inductance values. Most of all the optimized inductance in buck mode can reduce 

the current ripple and its effective value(rm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temperature increase resulted in short lifetime 

of batte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pproach, we first analyzes the operation of the proposed converter 

theoretically, and implement computer-aided simulations and experiments using a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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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유자원 고갈, 지구온난화 등 유한한 자원과 환경보호라는 글

로벌 명제 아래 자동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순수 전

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양방향 컨버터를 적용한 

MCU를 개발하였는데, 최근 개발 동향은 배터리의 가격과 셀 전

압의 불균형 문제로 배터리 공칭전압은 점차 낮아지고 인버터 및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류 링크 전압은 점차 높아지는 추

세이다. 이는 동손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선의 사용 및 방열 구조를 최적화하기에 유리하다[7, 8].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되는 양방향 컨버터는 

비절연 DC-to-DC 컨버터로 차량 구동용 배터리와 구동 모터 사

이에 위치하며, 직류 링크 전압을 제어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기

동 시 배터리를 방전시켜 모터로 전력을 전달하는 부스트 동작과 

모터의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로 충전하는 벅 동작을 수행한다

[9-12].

그러나 일반적인 양방향 컨버터는 부스트 모드와 벅 모드를 

수행할 때 하나의 인덕터가 두 개의 모드에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적의 인덕턴스 값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일반적인 양방

향 컨버터의 단일 인덕터는 CCM과 DCM일 때의 설계조건을 반

영하여 선정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는 벅 모드의 CCM이 구동이 

더 큰 인덕턴스 값을 요구한다. 이 단일 인덕터가 부스트 모드에 

맞춰 설계되었다면 벅 모드에서는 부스트 모드 기준에 맞춰 설계

된 인덕터로 동작되기 때문에 전류 리플이 커지게 된다. 배터리 

충전 전류의 리플이 클수록 배터리 충전 시 온도를 높이고 수명

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발생된다[13-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배터리 충전 전류의 리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듀얼 인덕터 방식의 양방향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하

는 양방향 컨버터는 기존 양방향 컨버터와 비교하여 1개의 인덕

터, 2개의 스위치, 1개의 다이오드가 추가된다. 추가 스위치 소자

는 벅 모드와 부스트 모드에 따라 단순 ON/OFF 동작만 하게 되

므로 스위치 내부 기생 저항 성분에 의한 손실은 발생되지만 스

위칭 손실은 크지 않다[19].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는 추가된 스위치와 인덕터를 통해 부스

트 모드와 벅 모드에 최적화된 인덕턴스 값으로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양방향 컨버터의 벅 모드보다 인덕터 전류 리플을 

감소시킬 수 있어 배터리 충전 시 온도를 낮춰 수명을 연장에 

도움을 준다[20].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 양방향 컨버터와 기존 양

방향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 리플을 비교하여 제안 회로의 타당성

을 검증한다. 

2.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구성 및 동작 원리

2.1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구성

그림 1은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와 인버터를 결합시킨 전기

자동차 MCU(Motor Control Unit)의 회로 구조를 보여준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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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와 전기차 MCU

Fig. 1 Proposed bidirectional converter and EV MCU

(a)

(b)

그림 2 승압(Boost) 동작, (a)모드 1, (b)모드 2

Fig. 2 Boosting operation, (a)mode 1, (b)mode 2

된 컨버터는 주 스위치(S1 , S2)와 다이오드(D1), 부스트 모드 인

덕터(L1), 벅 모드 인덕터(L1+L2), 입·출력 커패시터(C1 , C2), 배

터리 입력단과 부스트 모드 보조 스위치(Sa1), 벅 모드 보조 스위

치(Sa2)로 구성된다.

2.2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동작 원리

제안된 컨버터를 해석하기 위해 배터리 방전 시 동작되는 승

압(Boost) 모드와 배터리 충전 시 동작되는 강압(Buck) 모드의 

동작원리를 모드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안된 듀얼 인덕터 방식

의 양방향 컨버터는 두 개의 인덕터를 사용하여 부스트 모드일 

때는 L1 , 벅 모드일 때는 L1+L2의 조합으로 각 모드에 최적 설

계된 인덕터로 동작한다.

2.2.1 승압(Boost) 모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부스트 모드 동작에서 스위치 Sa1

는 항상 ON, 스위치 S1는 ON/OFF를 하며 기존 부스트 모드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된다. 부스트 모드 동작은 두 개의 인덕터 

중 L1의 인덕터만을 사용하며 이는 부스트 모드에 맞춰 설계된 

인덕터이다. 부스트 모드는 스위치 S1의 동작에 따라 2개의 모드

로 나눈다.

Mode1: S1=ON, Sa1=ON

그림 2(a)는 스위치 S2와 Sa2는 OFF 되어 있고, 스위치 S1와 

Sa1가 ON 되어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모드에서 

스위치 Sa2는 OFF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터 L1에만 에너지가 축

적된다. 따라서 입력전압 Vin이 인덕터 L1의 양단에 인가되어 인

덕터 전류 iL이 증가하며 에너지가 축적된다.

인덕터 양단 전압은 식 (1)과 같고, 인덕터 전류는 입력전류와 

같으며 식 (2)로 정의된다.

    


(1)

     

 




     

 
    (2)

여기서 iL(0)은 t=0 에서의 초기전류이며, iL(0)=0이다. 스위치 

S1가 ON이 되는 시간을 DT 라 하면, 인덕터 전류의 변화량은 식 

(3)과 같다.

∆ 

 
 (3)

Mode2: S1=OFF, Sa1=ON

그림 2(b)는 스위치 S2와 Sa2는 OFF 되어 있고, 스위치 S1는 

OFF Sa1는 ON 되어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모드

에서 인덕터 L1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며 인덕터 전

류 iL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때 감소하는 인덕터 전류 iL은 스

위치 S2의 바디다이오드를 통하여 흐르게 된다. 인덕터 양단 전

압은 식 (4)와 같고, 인덕터 전류는 S2의 바디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같으며 식 (5)로 정의된다.

     


 (4)

   

  
    (5)

이 때, iL(DT )는 t=DT 에서의 전류의 값을 나타낸다. 식 (5)

로부터 인덕터 전류의 변화량을 구하면 식 (6)과 같다.

      

 
 (6)

부스트 동작에서 스위칭 주기에 대한 입·출력전압 관계식은 

Volt․sec 평형조건에 의해 식 (7)로 정의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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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로부터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의 부스트 동작은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와 동일한 입·출력전압 전달함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2.2.2 강압(Buck) 모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벅 모드 동작은 두 개의 인덕터 

L1 , L2가 더해져 사용되며 스위치 S2의 동작에 따라 2개의 모드

로 나눈다.

(a)

(b)

그림 3 강압(buck) 동작, (a)모드 1, (b)모드 2

Fig. 3 Buck operation, (a)mode 1, (b)mode 2

Mode1: S2=ON, Sa2=ON

그림 3(a)는 스위치 S1와 Sa1이 OFF 되고, 스위치 S2과 Sa2가 

ON 되어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을 보여준다. 입력전류는 인덕터 

L1과 L2를 통하여 흐르게 되며 인덕터 전류 iL는 증가하게 된다. 

인덕터 전류와 스위치 S2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같으며 이 전

류는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다. 인덕터 전류는 식 (8)로 정의된다.

     

   
    (8)

여기서 iL(0)은 초기전류를 나타낸다. 스위치 S2가 ON이 되는 

시간을 DT라 하면, 식 (8)으로부터 인덕터 전류의 변화량은 식 

(9)와 같다. 

   

   
(9)

Mode2 : S2=OFF, Sa2=ON

그림 3(b)는 스위치 S1와 Sa1이 OFF 되고, 스위치 S2는 OFF, 

Sa2는 ON 될 때 전류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모드에서 L1과 L2

는 전류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인덕터의 전류는 감소하게 된

다. 인덕터 전류는 식 (10)과 같이 S1의 바디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10)

여기서 iL(DT)는 t=DT에서의 전류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덕터 전류의 변화량은 식 (11)과 같다.

        

 
   

  
   (11)

벅 동작에서 스위칭 주기에 대한 입·출력전압 관계식은 

Volt·sec 평형조건을 인덕터에 적용하여 구하면 식 (12)와 같다.

   


 (12)

식 (12)로부터 제안된 컨버터의 벅 모드 동작은 기존의 벅 컨

버터와 동일한 전달함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3.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인덕터 설계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부스트 모드와 벅 모드 동작은 기

존 양방향 컨버터와 동일한 입·출력 특성을 갖는다. 기존 양방향 

컨버터에서 인덕터는 승압과 강압의 두 모두에서 동일한 값으로 

사용되므로 승압용에 최적화 되어 설계될 경우 강압 동작에서는 

전류 리플이 증가하게 되고, 강압용에 최적화하여 설계될 경우에

는 인덕터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는 승압과 강압 모드에 각각 최적화

된 인덕턴스 값을 제공하기 위해 부스트 모드에 최적화된 인덕터 

L1을 설계하고 벅 모드 동작에는 인덕터 L2가 직렬 결합되어 벅 

모드에 최적화된 인덕턴스 값을 가지도록 구성한다. 

  (13)

   (14)

먼저 부스트 모드 동작에서의 인덕터는 L1의 인덕터만 사용되

며 인덕턴스 계산식은 식 (15)로 정의된다.

 ·₋·
 ₋ · · 



(15)

여기서 vout_boost는 부스트 모드의 출력전압, Iout_boost는 부스트 

모드의 출력 전류, D1은 스위치 S1의 도통비이다. 식 (15)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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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모드 (Buck)

배터리 

방전 모드 (Boost) Unit

시뮬레이션 실험 시뮬레이션 실험

출력전력 250 250 1000 500 W

입력전압 500 500 250 250 V

출력전압 250 250 500 500 V

스위칭 주파수 20 20 20 20 kHz

인덕터 20.8 23.2 5.21 6.2 mH

출력 커패시터 470 470 470 235 μF

표   1 시뮬레이션과 실험 조건

Table 1 Specifications for simulation and experiment 

(a)

(b)

(c)

그림 4 부하 조건별 인덕터 리플 전류 비교, (a)120[%] 부하, 

(b) 100[%] 부하, (c) 50[%] 부하

Fig. 4 Comparison of inductor current ripple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a) 120[%] loaded, (b) 100[%] loaded, 

(c) 50[%] loaded

CCM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인덕터 L1의 최솟값을 알 수 있다. 식 

(6)의 전류 리플을 고려한 인덕턴스 값은 식 (16)으로 정의된다.

 ∆ ·

 ₋ ·
(16)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벅 모드 동작에서 인덕터는 부스트 

모드일 때 사용되는 인덕터 L1에 인덕터 L2를 직렬 결합시켜 사

용한다. 식 (17)을 이용하면 CCM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인덕터 

L1+L2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
₋ · 

(17)

여기서 vout_buck은 벅 모드의 출력전압, Iout_buck은 벅 모드의 

출력전류, D2은 스위치 S2의 도통비이다. 식 (11)의 전류 리플을 

고려한 벅 모드용 인덕턴스 값은 식 (18)과 같다.

  ∆ ·

 ₋  ₋ ·
(18)

따라서 인덕터 L2는 식 (19)로부터 구해진다.

 ∆ ·
₋ ₋   ·

 (19)

4.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PSIM 시뮬레이션과 시작품 실험을 수행한다. 

전기자동차가 주행 사이클에서 75[%]의 회생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배터리에 회수된 제동에너지는 구동에너지의 대략 

24[%]에 상당하는 에너지가 회생제동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된다

[20]. 이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과 모의실험을 수행하며, 표 1은 

시뮬레이션과 실험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에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구동 구간에서는 1[kW](실험 500[W]), 회생 제동일 때

에는 250[W]인 CCM으로 설계 하였다. 인덕턴스 값은 넓은 부하 

범위에서 CCM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부스트 모드의 인덕터 L1

은 5.21[mH](실험 6.2[mH]), 벅 모드의 인덕터 L1+L2는 

20.8[mH](실험 23.2[mH])로 설계한다. 인덕터 설계에 있어 전류 

리플율은 30[%]로 벅 모드와 부스트 모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가 벅 

동작(배터리 충전)을 수행할 때 과부하 120[%], 정격부하 

100[%], 중부하 50[%] 조건에서 인덕터 전류에 대한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그림 4(a)는 과부하 120[%]일 때의 인덕터 전류 파형이다. 제

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에서 인덕터 전류는 최댓값 1.34[A], 최솟

값 1.055[A],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최댓값 1.78[A], 최솟값 

0.623[A]이다. 그림 4(b)는 정격부하 조건에서의 인덕터 전류 파

형으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는 최댓값 1.14[A], 최솟값 

0.86[A],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최댓값 1.58[A], 최솟값 0.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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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4(c)는 중부하 50[%] 조건에서의 인덕터 전류 파형이

다.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는 최댓값 0.64[A], 최솟값 0.37[A]

를 나타낸다. 그러나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부하 감소에 따라 인

덕터 전류는 DCM 구간으로 들어가며 여전히 큰 전류 리플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인덕터 전류 리플 실험 결과

Fig. 5 Experiment results for inductor current ripple

그림 5는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의 강압(Buck)동작에서의 인덕

터 전류 리플을 비교하기 위해 스위치 도통비 50[%]에서 정격부

하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에서 벅 

모드 동작인 경우, 보조 스위치를 이용하여 6.2[mH] 인덕터(L1)

와 17[mH] 인덕터(L2)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시킴으로써 

총 23.2[mH]의 인덕턴스 값(L1+L2)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는 최댓값이 1.088[A], 최솟값이 

0.843[A], 기존 양방향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는 최댓값 1.473 

[A], 최솟값 0.508[A]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가 벅 모드에서 

추가된 인덕터로 인해 전류 리플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부하 조건별 인덕터 전류 리플율 변화

Fig. 6 Variation of inductor current ripple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의 전류 리플 비

교를 위해 고정된 도통비로 부하를 10[%]부터 120[%]범위에서 

가변했을 때의 인덕터 전류 리플율의 변화를 그림 6에 나타낸다. 

두 컨버터 모두 경부하로 갈수록 전류 리플율이 커지게 되고, 제

안하는 컨버터는 부하 10[%] 조건 이하에서 DCM 구간으로 들

어가며,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부하 40[%] 이하 조건에서는 

DCM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

터가 인덕터 전류 리플율이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부하 조건별 인덕터 전류 실효치 비교

Fig. 7 Comparison of inductor current rms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그림 7은 부하 10∼120[%] 조건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

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 인덕터 전류의 실효치(rms)를 비교한 실

험 결과이다. 전부하 구간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 rms가 더 낮은 경향을 보이며, CCM일 때를 기준으로 제안

하는 양방향 컨버터가 기존 양방향 컨버터보다 약 5∼10[%]정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류 리플과 실효치

의 저감은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유용한 결과이다.

그림 8 부하 조건별 컨버터 효율 비교

Fig. 8 Comparison of converter efficiency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그림 8은 부하 10∼120[%] 조건에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

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의 효율을 비교한다.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

는 인덕터 전류리플과 rms 저감을 위해 추가된 스위치와 다이오

드에 따른 스위칭 및 도통 손실의 증가, 추가된 인덕터에 따른 도

통손실의 증가로 인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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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다이오드 인덕터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소자개수 4 2 1 0 2 1

부피(mm3) 5,990 2,990 2,000 0 273,000 136,500

무게(g) 21.2 10.6 6 0 1,052 520

표    2 소자 개수에 따른 부피, 무게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volume and weight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mponents

표 2는 제안 양방향 컨버터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의 실제 사

용된 소자들의 부피와 무게를 측정 · 비교한 값을 나타낸다. 기존 

양방향 컨버터에 비해 제안하는 컨버터는 스위치 2개, 다이오드 

1개, 인덕터 1개가 추가된다. 이 경우 스위치나 다이오드의 증가

에 따른 시스템 부피와 무게 증가는 작지만 인덕터의 부피와 무

게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므로 인덕터 설계시 주의가 필

요하다. 

부스트 동작의 경우 동일한 값의 인덕턴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제안하는 양방향 컨버터와 기존 컨버터와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부스트 동작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듀얼 인덕터 방식의 양방향 컨버터를 제안하였

다. 제안된 컨버터는 기존의 양방향 컨버터에 사용되는 단일 인

덕터를 듀얼로 사용함으로써 승압(Boost)과 강압(Buck) 모드에 

최적화된 인덕턴스 값을 제공할 수 있다. 

승압(Boost) 동작 시 제안하는 컨버터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동일한 입·출력 관계비를 가지며, 동일한 인덕턴스를 갖는 인덕

터에 의해 전류 리플이 동일하다. 강압(Buck)동작 시에도 제안된 

컨버터와 기존 양방향 컨버터는 동일한 입·출력 관계비를 가지지

만, 제안하는 컨버터는 인덕터가 추가됨으로써 전류 리플율과 실

효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경부하, 정격부하, 과부하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및 실험한 

결과로부터 강압(Buck) 동작 시 전부하 영역에서 제안된 컨버터

가 기존 컨버터보다 전류 리플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컨버터는 추가된 소자들로 인해 기존 양방향 컨버터

에 비해서 인덕터의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고 평균 효율이 저하되

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배터리 충전 전류 리플의 실효치를 감

소시킬 수 있어 배터리 충전시 온도 저감과 이에 따른 배터리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어 전기자동차 MCU용으로 활용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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