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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화석 연료 고갈로 인해 전기 자
동차(EV)의 수요와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의 전력과 최대 주행거리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전력변환 시스템의 효율과
전력변환 방식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1은
전기자동차의 전력변환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전력변환
시스템은 모터 구동을 위한 고전압 배터리와 인버터 그
리고 전기장비의 전력공급을 위한 저전압 배터리와
DC-DC 컨버터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자동차의 최대 주
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버터 및 모터 효율을 높이
는 동력계통 측면과 저전압 배터리의 충전에 있어서 고
전압 배터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컨버터 효율을 높이

Fig. 1. Electric vehicle power conversion system.

는 측면이 있다. 그중 고전압 배터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태양광 모듈을 전기자동차의 루프
탑에 장착하여 추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1].
전기자동차에 태양광 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은 추가적
인 DC-DC 컨버터가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hase-Shifted Full-Bridge(PSFB) DC-DC 컨버터와
PV 모듈 DC-DC 컨버터가 융합된 컨버터를 제안하였
다. 두 개의 컨버터를 융합시킴으로써 전력변환 시스템
의 부품 개수와 부피를 절감하였고 기존 DC-DC 컨버
터의 단점도 보완하여 효율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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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PSFB converter.

PSFB 컨버터는 작은 RMS 전류, Zero-Voltage
Switching(ZVS) 능력, 용이한 제어알고리즘 등의 장점
을 가지고 있어 전기자동차용 DC-DC 컨버터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PSFB 컨버터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첫 번째 단점은 freewheeling 구간에서 1차측
에 흐르는 순환전류로 인한 전도 손실 발생이다. 두 번
째 단점은 2차측의 정류기에 걸리는 전압 오버슈트이다.
이러한 PSFB 컨버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2],[3]. 그중 몇 가지 연구들은 PSFB
컨버터에 클램핑 회로를 추가하여 순환전류를 제거함으
로써 전도 손실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효율을 증가시켰
다[4]-[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SFB 컨버터에 태양광 모듈을

통합한 컨버터를 제안한다. 기존 PSFB 컨버터 2차측에
MOSFET과 태양광 모듈을 추가하여 태양광 buck 컨버
터를 구성하였다. 2차측의 출력 인덕터는 buck 컨버터의
인덕터 역할을 하고 PSFB 컨버터의 2차측 정류기는
buck 컨버터의 정류다이오드 역할을 한다. 제안하는 컨
버터는 고전압 배터리뿐만 아니라 PV 모듈을 이용하여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먼저 PV 모듈에서 저
전압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고 출력부하에 따라 부족
한 전력은 고전압 배터리에서 공급한다. 그렇기에 전기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PSFB
컨버터의 2차측 소자들을 공유하므로 부품 수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컨버터에서 추가된 회로는 active
clamping circuit 역할을 하여 기존 PSFB의 단점인 순
환전류를 제거하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제안한 컨버터 동작원리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PSFB 컨버터의 회로를
나타낸다. 기존의 PSFB 회로에서 추가된 PV 회로는 소
자를 FET, capacitor, PV module로 최소화하였다. PV
모듈 전압은 로 간단하게 나타내었고 capacitor를
PV 모듈에 병렬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PSFB 컨버터의
동작원리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
하였다[2],[3]. Q7은 PV 회로에서 buck 컨버터 스위치로
사용되며 PSFB 컨버터 메인회로의 freewheeling 구간에
만 동작한다. 2차측 스위치 와 는 동기 정류를 위
해 동작하므로 스위칭 다이어그램은 생략하였다. 제안한

(a)

(b)

Fig. 3. PV buck operation. (a) when Q7 is on, (b) when Q7
is off.

컨버터의 동작모드는 스위칭 방식에 따라 -와 
을 동시에 스위칭하는 동시동작모드와 만을 스위칭하
여 PV 모듈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PV 단독 동작모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작모드는 배터리 전압과 차
량의 주행상황, 태양광 모듈 전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2.1 PV Buck 회로의 단독 동작
그림 3은 PV 단독 동작 시 PSFB 컨버터 2차측의 전
류흐름을 나타낸다. 동작원리는 buck 컨버터의 동작원리
와 동일하고 의 듀티비 에 따라 전달되는 전력량
이 결정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인덕터 방전 시 전류
경로가 이분되어 트랜스 2차 권선을 통해 흐른다는 것
이다. 이때 전류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트랜스는
자화되지 않는다.

2.2 PSFB와 PV Buck 회로의 동시 동작
그림 4는 PSFB와 PV Buck 회로가 동시 동작할 때
PSFB 컨버터의 파형을 보여준다. 1차측 스위치들은 기
존의 PSFB 컨버터의 스위칭 시퀀스와 동일하게
의 위상차로 동작하며 2차측 스위치들은 바디
다이오드가 도통되는 구간에서 동기정류한다. 제안한
PSFB 컨버터의 동시 동작모드는 기존의 PSFB 컨버터
와 다르게 freewheeling 구간에서 이 켜져 있기 때문
에 1차측 인덕터 전압 은 이고 1차측 인덕터
전류 은 의 기울기로 자화 전류 과 같
아질 때까지 감소한다. 출력 인덕터 전압은 이
고 출력 인덕터 전류는 의 기울기로 증가
한다. 이  동안 켜지므로 PSFB의 입력인 고
전압 배터리와 PV 모듈에서 동시에 출력으로 전력을 공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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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PSFB converter waveforms.

그림 5는 동시동작모드의 각 구간별 전류흐름을 나타
내었다. 제안한 PSFB 컨버터의 전류흐름구성은 스위칭
시퀀스에 따라 12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지지만 중복을
고려하여 6가지 구간만을 설명하였다.

Mode 1 (t0-t1): 이 모드는 , 를 통해 흐르는 전류
간의 commutation이 끝나면 시작된다. 1차측 전류는
, 를 통해 흐르고 변압기 1차측 전압은 ∈이다. 2
차측 출력 인덕터 전압 는 ∈이고 출력 인
덕터 전류 는 ∈의 기울기로 증가한다.

Mode 2 (t1-t2): 이 모드는 이 꺼지고 이 켜지면
시작된다. 이 구간 동안 의 기생 커패시터가 충전되
고 의 기생 커패시터가 방전되어 의 ZVS 조건이
충족된다.

     


 (1)

  


 (2)

Mode 3 (t2-t3): 이 모드는 1차측 인덕터 전류가 자화
전류와 같아질 때 시작된다. 이때 , 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0이고 변압기의 전압은 0이다. 출력 인덕터 전압
은이고 출력 인덕터 전류는 (VPV-VO)/LO의 기
울기로 증가한다.

(a) (b)

(c)                          (d)

(e)                          (f)

Fig. 5. Proposed PSFB converter current path.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e) Mode 5, (f) Mode 6.
  

Mode 4 (t3-t4): 이 모드는 이 꺼지고 출력 인덕터
전압이 가 되면 시작된다. 출력 인덕터 전류는
의 기울기로 감소한다. 이때 2차측 전류는 와
를 통해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1차측으로 전달되는
전류는 0이다.

  


 (3)

Mode 5 (t4-t5): 이 모드는 가 꺼지면 시작된다. 이
구간 동안의 전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의 ZVS 조건
을 충족할 수 없지만 ZCS 조건은 충족한다.

Mode 6 (t5-t6): 이 모드는 가 켜지면 시작된다. 이
때 1차측 인덕터의 전압은 ∈이고 1차측 인덕터 전
류는 ∈의 기울기로 감소한다.

    

∈
 (4)

3. 제안한 컨버터 분석

3.1 전압 관계식
그림 6은 동시동작 시 출력 인덕터의 전류파형을 나
타낸다. 정상상태에서의 컨버터 입출력 전압비는 출력
인덕터의 voltage-sec balance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출력 인덕터의 voltage-sec balance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5)

식 (5)를 Vo에 대하여 정리하면

 

∈
 (6)

PV 모듈 전압은 의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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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put, PV module, and output inductor current.

상태에서 정전압으로 가정하였고 는 ∈과  보
다 크기 때문에 의 off 구간에서 의 바디 다이오드
를 통해 로 충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PV 모듈 전압 는 출력 부하와 각 듀티에 따라 변
화하기 때문에 PV 모듈의 전류 모델링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다음의 식과 같이 는 PV 모듈 전류 에 의
해 정해진다.

   exp


 (7)

 


ln


 (8)

는 photocurrent, 는 saturation current, 은
recombination factor, 는 전자의 전하량, 는
Boltzmann 상수, 는 p-n junction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6의  , ∈, 는 출력 인덕터 전류  , 입력

전류 ∈, PV 모듈 전류 의 순시전류를 나타낸다.
를 정하는 는 컨버터의 파라미터와 출력 부하 그
리고 듀티비를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와 의 관계식
을 그림 6의 순시전류 파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


(9)

  



∈





(10)

  




∈




∈
 

(11)

  




∈


∈


 (12)

는 식 (7)과 식 (12)를 연립하여 구할 수 있고 각 듀

Fig. 7. PV module I-V curve for duty ratio.

티비에 따른 프로파일을 제시하기 위해 식 (6)과 식
(1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




 

(13)

그림 7은 1 부하에서 PV 모듈의 I-V 곡선을 나타
낸다. 출력 전압 는 14, 태양광 세기는 1000

로 가정하였고 에 따른 식 (13)의 그래프를 제시하였

다. 1 출력과 1000 태양광 세기의 조건에서 
의 최대값은 0.17이고 출력 부하와 태양광 세기에 따라
최대값은 변한다. 가 0.16일 때 PV 모듈 전력이 최대
가 되고 최대값은 300이다. 이 0이 되면 PV 모듈
에서 공급되는 전력은 0가 되고 에 의해서만 출력
이 정해진다.

3.2 손실 분석
그림 8은 기존 PSFB 컨버터의 1차측 인덕터 전류와
변압기의 1차측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기존의 PSFB 컨
버터의 freewheeling 구간에서는 순환전류가 존재하고
변압기의 1차측에 걸리는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2차측
으로 전달되는 전력은 0W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전력전달 없이 전도손실만 발생한다.
그림 8의 1차측 전류 피크와 평균전류를 통해
freewheeling 구간의 rms 전류를 구하였고 rms 전류와
MOSFET의 온저항 를 통해 freewheeling 구간의
전도손실의 식을 구하였다.

  




∈
 (14)

  





 (15)

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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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imary transformer voltage and inductor current of
conventional PSFB converter.

Fig. 9. Primary transformer voltage and inductor current
of proposed PSFB converter

  


























(17)

제안한 PSFB 컨버터는 freewheeling 구간에서 을
동작시킴으로써 PV 모듈을 통해 추가적인 전력을 공급
하는 것 이외에 앞서 설명한 순환전류를 제거하여 기존
의 PSFB 컨버터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림 9에서 보듯이 freewheeling 구간에서  동안 1차
측 인덕터 전류는 자화전류와 같을 때까지 감소되고 이
로 인해 순환전류로 인한 전도손실을 줄일 수 있다.

3.3 제어
그림 10은 제안한 PSFB 컨버터의 전압 제어 블록다
이어그램을 나타낸다. 부하 전력에서 PV 모듈 전력을
뺀 양을 입력측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 태양강도에

Fig. 10. The proposed PSFB converter control block.

Fig. 11. Proposed PSFB converter PSIM model.

따라 먼저 정해지고 이 전압 방정식에 따라 출력 전
압을 제어하기 위해 정해진다. 제어기는 PI 제어기로 구
성하였고 출력 전압의 오차를 입력으로 받아 을 출력
한다.

4. 결 과

4.1 Simulation results
제안한 PSFB 컨버터를 확인하기 위해 300V의 입력전
압과 14V의 출력전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
뮬레이션은 PSIM으로 진행하였고 그림 11에서 PSIM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1차측 풀브리지 MOSFET
의 스위칭 주파수는 100kHz이고 PV측 MOSFET의 스
위칭 주파수는 200kHz이다.
그림 12는 PV 단독동작 시 출력 인덕터 전류 및 전
압의 파형을 보여준다.
의 듀티비는 약 0.5이고 스위칭 시퀀스에 따른 출

력 인덕터 전류의 변화는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의
듀티비는 MPPT에 의해 결정되고 태양 강도의 step 변
화에 따른 과도응답 파형은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태양 강도는 1000W/m2에서 500W/m2로 변화를 주었
고 이에 따라 PV 모듈의 전압은 31.4V에서 31.1V로 감
소하였다. 1000W/m2에서의 최대 전력인 300W에서 500
W/m2의 최대 전력 150W로 최대 전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동시동작모드에서의 1차측 인덕터 전류, 출력
인덕터 전압 및 전류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켜진 후 1차측 인덕터 전류는 자화전류
와 같아질 때까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환전류가 제
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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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V mode simulation waveforms in steady state.

Fig. 13. PV mode simulation waveforms in transition period.

Fig. 14. Buck mode simulation waveforms in steady state.

또한 이 구간에서 출력 인덕터 전류는 증가하고 PV
모듈에서 출력으로 전력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동시동작 모드에서도 태양강도의 step 변화에 따른
과도응답을 관찰하였다. 그림 15는 태양강도가 1000
W/m2에서 500W/m2로 변화할 때 PV 모듈은 최대 전력
을 내고 PV 모듈 전력이 감소함에 따라 입력 전력이
730W에서 880W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출력
전압제어에 의해 태양강도의 변화에도 14V 전압을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동작 시 simulation에서
부하전류를 증가시키면서 입력 전력 및 PV 모듈 전력을
측정하였고 효율을 기존의 PSFB 컨버터와 비교하여 그
림 16에 나타내었다.
최고 효율은 25A의 부하전류에서 95.5%, 약 2%가 증
가하였으며, 측정한 전 부하 구간에서 0.84%가 증가하
였다.

Fig. 15. Buck mode simulation waveforms in transition
period.

Fig. 16. Simulat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converter.

Fig. 17. MPPT Simulat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converter.

그림 17은 태양강도에 따른 MPPT 효율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은 1kW 부하에서 Buck mode로 출력전압 제
어와 동시에 MPPT를 동작하였고 PSIM 의 Solar
module의 태양강도를 50W/m2에서 1000W/m2까지 증가
시키며 tracking 효율을 측정하였다. 전 태양강도 구간
에서의 최저 효율은 50W/m2에서의 69.8%이고 최고 효
율은 800W/m2에서의 99.96%이다.

4.2 Experimental results
실험 파라미터 및 사양은 표 1에 요약되어있다. 실험
은 PV 모듈 대신 DC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진행하
였으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특정 듀티비를 입력하여
을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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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xperiment setup.

(a)

(b)

Fig. 19. Conventional PSFB converter waveforms. (a) Primary
inductor current, (b) Output inductor current.

(a)

(b)

Fig. 20. Proposed converter waveforms in buck mode. (a)
Primary inductor current, (b) Output inductor current.

그림 18은 제안한 PSFB 컨버터의 프로토 타입 실험
세트를 보여준다.
그림 19는 기존 PSFB 컨버터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
림 19(a)는 1차측 인덕터 전류와 풀브리지 MOSFET의
게이트 소스 전압파형을 나타내고 (b)는 출력 인덕터 전
류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19(a)를 통해 freewheeling 구
간에서 순환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은 제안한 PSFB 컨버터의 Buck mode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20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측 인덕
터 전류가 이 켜져있는 동안 감소하여 순환전류가 제
거되었고 이 구간 동안 출력 인덕터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b)에서 이 꺼
진 후 전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5MHz 대
역폭의 전류센서를 사용한 다른 전류 파형들과 달리
150kHz 대역폭의 전류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차측의 고전압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
기 위해 PV 모듈 통합 PSFB 컨버터를 제안하였다. 기
존의 PSFB 컨버터의 동작 구간에서 freewheeling 구간
동안 PV 모듈에 연결된 MOSFET 을 동작시킴으로
써 PSFB 컨버터의 입력인 고전압 배터리와 PV 모듈에
서 동시에 전력이 공급된다. 부하에 필요한 전력은 먼저
PV 모듈에서 공급되고 부족한 전력은 고전압 배터리에서

Parameters Values Quantity

Input voltage (Vin) 300 V -

Output voltage reference
(Vo_ref) 14 V -

Transformer turns ratio (n) 14:01:01 -

Primary leakage inductance (Lr) 3.5 μH -

Output inductance (Lo) 4.5 μH -

Primary MOSFETs STW50N65DM2AG 4

Secondary MOSFETs 1XFN360N10T 2

PV module auxiliary MOSFET STW50N65DM2AG 1

PV module voltage (Vpv) 30 V -

TABLE I
EXPERIMENT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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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다. 또한 출력 인덕터의 voltage-sec balance 방
정식과 PV 모듈의 전류모델링을 통해 부하에 따른 전압
관계식 및 전력 관계를 제시하였고 PV 모듈 전력을 최
대화하는 듀티비 구성을 구하였다. 제안하는 컨버터는
부가적으로 freewheeling 구간에서 을 작동시킴으로
써 PSFB 컨버터의 단점인 순환전류를 제거하여 전도손
실을 줄일 수 있고 효율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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