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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리 기후협약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감량
을 위한 친환경 수송수단의 개발이 확대되고, 철도차량
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노후화된 디젤
철도차량을 친환경적인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으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
나 국내에서 상용화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
량은 없는 상황이다[1].
본 논문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용

DC/DC 컨버터 개발을 위해 산업계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2-level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와 3-level 부스트
컨버터 중, 어느 토폴로지가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전력
밀도와 동적특성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 비교한다. 이를 위
해 기존의 250kW급 전력용량을 20kW으로 축소한 부스트

Fig. 1. Hydrogen fuel cell railway system.

컨버터를 설계하고 분석하였으며, 설계를 바탕으로 컨버
터를 제작하여 이론적인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
험결과를 토대로 어떤 토폴로지가 우수한 성능을 갖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본 논문에서 발표한다.

2.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용
DC/DC 컨버터

2.1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 시스템구조
본 연구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의
전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DC/DC 컨버는
수소연료전지의 전압인 600V를 입력받아 1200V의 고압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추진용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DC/DC 컨버터에 요구되는 반도체소자는 높은 출력단 배
터리 전압으로 인해 큰 스위칭 손실이 발생된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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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Input voltage 600V

Output voltage range 1200V (1008∼1360V)

Output power 20kW

Input current ripple 3.3A

Output voltage ripple 10.8∼13.6V

Target efficiency 95%

Topology 1 2-level interleaving boost (8kHz)

Topology 2 3-level boost (30kHz)

TABLE I
SPECIFICATIONS OF DC/DC CONVERTER

(a) 3-level boost converter

(b)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Fig. 2. Proposed DC/DC converter.

고압의 철도차량 시스템에서는 큰 스위칭 손실 때문에
일반적인 부스트 컨버터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큰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스위칭 소자의 전류 및 전압 스트레스가 낮은 특
징을 갖는 토폴로지 2가지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토폴
로지는 반도체소자가 출력전압 절반의 전압 스트레스를
갖는 3-레벨 부스트 컨버터로 그림 2의 (a)와 같다. 두
번째 토폴로지는 반도체소자가 입력전류 절반의 전류
스트레스를 갖는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로 그
림 2의 (b)와 같다. 3-level 부스트 컨버터에서는 스위칭
반도체소자의 전압 스트레스가 배터리 전압의 50% 수준
이므로 스위칭 손실이 50% 저감이 되고, 2-level 인터리
빙 부스트 컨버터에서는 스위칭 반도체소자의 전압 스
트레스가 높지만 전류 스트레스가 50% 저감되므로 스위
칭 손실 개선할 수 있게 된다.

2.2 철도차량의 운행모드에 따른 컨버터의 동작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은 크게 3가지의
운행모드를 가진다.

(a) Mode 1: Accelerating

(b) Mode 2: Braking

(c) Mode 3: Grid-connection

Fig. 3. Hybrid railway vehicle operating mode.

첫 번째는 가속화(Accelerating)로서 철도차량이 점차
속도가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 DC/DC 컨버터는 수소연
료전지의 전압을 입력받아 고압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추진용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한
다. 그림 3의 (a)는 가속화 운행모드를 나타낸다.
두 번째 운행모드는 감속(Braking)으로서 철도차량이
점차 속도가 감소하는 동작이다. 이 운행구간에서
DC/DC 컨버터는 수소연료전지의 전압을 승압하여 고압
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더불어 감속으
로 인한 회생에너지를 고압의 배터리에 충전한다. 이 동
작에서도 컨버터는 단방향 승압 동작을 한다. 그림 3의
(b)는 감속 운행모드를 보여준다.
마지막 운행모드는 계통연계(Grid-connection)로서 철
도차량이 정차 및 정지상태에서 계통과 연계하여 계통
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이 계통연계 동작에서 DC/DC
컨버터는 수소연료전지의 전압을 입력받아 고압의 배터
리를 충전하는 단방향 승압 동작을 한다. 동시에 고압
배터리의 전원을 인버터를 거쳐 계통으로 전원을 공급
한다. 그림 3의 (c)는 계통연계 운행모드를 보여준다.
위의 대표적인 운행모드에서 DC/DC 컨버터는 항상
수소연료전지의 전압을 입력 받아 고압의 배터리를 충
전하는 단방향 승압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방향 승압형 부스트 컨버터의 개발 사양은 표 1과 같
으며 출력전력은 20kW급으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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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forms of the 3-level boost converter.

Fig. 5. Operational modes of the 3-level boost converter.

3. 동작 원리

3.1 토폴로지1: 3-레벨 부스트 컨버터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일반적인 부스트 컨버터를

상단과 하단에 배치한 구조로서 입출력 이득식은 일반
적인 부스트 컨버터와 동일하고 상단과 하단의 스위치
가 180도 위상차를 가지면서 스위칭한다. 스위치의 시비
율이 0.5보다 작은 경우, 전류 및 전압 리플 성능을 만
족하기 위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이 가장 크다. 즉,
동작 전 구간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시비율이
0.5보다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4는 3-
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주요 동작 파형을 보여주고, 그림
5는 각 모드별 동작 상태를 보여준다.

Mode 1 (t0-t1): 모드 1은 출력단 하단 커패시터가
충전되는 동작 구간으로 그림 5의 t0∼t1까지의 구간이

Fig. 6. Waveforms of the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Fig. 7. Operational modes of the 2-level boost converter.

다. 이 구간은 상단 스위치 QT만 ON 상태로, 인덕터의
전류로 하단 커패시터를 충전한다. 인덕터에는 입력전압과
하단 커패시터의 전압 차(Vin-0.5Vo)가 인가되어 인덕터
의 전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Mode 2 (t1-t2): 모드 2는 출력 커패시터가 모두 충
전되는 구간으로 그림 5의 t1∼t2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
간은 모든 스위치가 OFF 상태로, 인덕터의 전류로 출력
커패시터를 충전하며, 인덕터에는 입력전압과 출력전압
의 차(Vin-Vo)가 인가되어 전류는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Mode 3은 Mode 1과 유사한 동작으로 인덕터 전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Mode 4는 Mode 2와 동일한 동작
으로 인덕터 전류는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스위칭 한 주기 Ts동안 인덕터 전류는 스위칭 주파수의
2배 빠른 주파수를 가지면서 흐르게 된다. 이러한 특징
으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인덕터
설계가 가능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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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폴로지 2: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일반적인 부스트
컨버터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구조로서 입출력 이득식과
스위칭 방식은 3-레벨 부스트 컨버터와 동일하다. 스위
치의 시비율이 0.5보다 작은 경우, 전류 및 전압 리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이 가장
크다. 즉, 동작 전 구간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시비율이 0.5보다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그
림 6은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주요 동작 파
형을 보여주고, 그림 7은 모드별 동작 상태를 보여준다.

Mode 1 (t0-t1): 모드 1은 a상 스위치만 턴 온 되어
있는 동작 구간으로 그림 8의 t0∼t1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 동안 a상의 인덕터에는 입력전압이 인가되어 인덕
터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B상의 인덕터에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Vin-Vo)만큼 인가되어 전류가 선
형적으로 감소한다. 입력 전류는 a상과 b상의 인덕터 전
류의 합이므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Mode 2 (t1-t2): 모드 2는 a상, b상 모든 스위치가 꺼
져있는 동작 구간으로 그림 6의 t1∼t2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은 모든 스위치가 꺼져 있어 각 상의 인덕터에
는 입력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Vin-Vo)만큼 인가되어 전
류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입력 전류는 A상과 B상의
인덕터 전류의 합이므로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Mode 3은 Mode 1과 유사한 동작으로 B상 스위치만
켜져 있어 입력전류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Mode 4는
Mode 2와 동일한 동작이며 입력 전류는 선형적으로 감
소하게 된다[3].

4.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용
DC-DC 컨버터 설계

4.1 토폴로지별 설계 및 소자 선정
4.1.1 스위칭 주파수 선정
DC/DC 컨버터의 효율이 95%이상을 만족하도록 각
토폴로지별로 스위칭 주파수를 선정하였다. 3-레벨 부스
트 컨버터는 반도체소자의 전압 스트레스가 링크 전압
의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스위칭 손실이 적어 고주
파 스위칭이 가능하다. 하지만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전력 반도체소자의 전압 스트레스는 링크 전
압이 된다. 즉 1200V의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해 반
도체소자의 스위칭 손실이 커서 고주파 스위칭에 어려
움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
칭 주파수는 30kHz,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8kHz로 설계하였다.

4.1.2 반도체 소자 선정
각 토폴로지별 전력 반도체소자는 표 2의 전압 및 전류

정격 기준을 만족하는 소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반도체
소자의 package(TO-247)를 고려하여 소자 1개당 발생
하는 손실이 15W이하 수준을 만족하도록 병렬화 설계
를 하였다.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치와 다이오드
는 모두 1200V의 전압 정격을 갖는 C2M0025120D로 선
정하였다. 반도체소자 1개의 손실이 15W이하를 만족하
도록 스위치는 2-병렬, 다이오드는 4-병렬 구조로 설계
하였다.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전압 스트레
스가 링크 전압이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1700V의 전력
반도체소자로 선정하였다. 스위치는 IXBH42N170, 다이
오드는 C2M0045170D로 선정하였고, 전력 반도체소자 1
개의 손실이 15W이하를 만족하도록 스위치는 4-병렬,
다이오드는 2-병렬 구조로 설계하였다.

4.1.3 출력 커패시터 선정
각 토폴로지별로 커패시터를 설계하기 위하여 출력
전압의 리플 사양과 커패시터에 흐르는 실효치 전류 정
격을 고려하였고, 22uF의 용량을 갖는 필름커패시터인
C4AQSBW5220A3NJ로 선정하였다. 식 (1)은 토폴로지
별 출력 전압 리플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커패시터 설
계 수식으로 이를 고려하여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상
단과 하단 커패시터를 2병렬(44uF)으로 설계하였고, 2-
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출력 커패시터를 4병렬
(88uF)로 설계하였다.

   ∆  

   
     ∆  

   
(1)

4.1.4 인덕터 설계
각 토폴로지별로 입력 전류 리플 사양을 만족하기 위
하여 인덕터를 설계하였다. 식 (2)는 토폴로지별로 입력
전류 리플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인덕터의 설계 수식으
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0.39mH로 설계하였고, 2-레
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각 상당 2.91mH로 설계하
였다.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인덕터 전류가 스위칭 주
파수보다 2배 빠른 주파수를 갖는 특성으로 인해서 상
대적으로 작은 인덕터로 설계되었다.
두 가지 토폴로지 모두 코어 크기를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인덕턴스의 절반을 2-직렬구조로 설계하였다. 3-
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코어는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갖
는 특성으로 인해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였고, 수식
(2)와 7.0mm2의 권선 단면적을 갖는 동선의 굵기를 고
려하여 55T으로 설계되었다.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코어는 낮은 스위칭 주파수로 인해 페라이트
코어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높은 최대자속밀도를 갖
는 나노크리스탈 코어를 사용하였고, 수식 (2)와 6.0mm2

의 권선 단면적을 갖는 동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55T으
로 설계되었다. 각 토폴로지별로 인덕터는 그림 8과 같
고 인덕터 코어의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는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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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rating Switch Diode

Voltage  

Current  ,  

TABLE Ⅱ
SELECTION CRITERIA OF SEMICONDUCTOR DEVICE

(a) 3-level (b) 2-level

Fig. 8. Designed inductors by DC/DC converter.

Core parameters 2-level 3-level

Core material Ferrite Nano-crystal

Inductance 2.91mH 0.39mH

Window area product 144cm4 171.12cm4

Number of turns 44Turn 55Turn

Current density 400A/cm2 500A/cm2

Maximum flux density 0.6T 0.155T

TABLE Ⅲ
PARAMETERS OF CORE BY DC/DC CONVERTER

그림 9, 10은 각 토폴로지별 제어기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제어 블록 다이어그
램은 입력 인덕터 전류제어를 위한 PI 제어기, 출력 커
패시터 전압 밸런싱을 위한 전압 PI 제어기와 과도상태
의 응답 개선을 위한 듀티 전향보상기로 구성된다. 2-레
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각 상의 인덕터 전류제어
를 위한 PI 제어기와 과도상태의 응답 개선을 위한 듀
티 전향보상기로 구성된다.

  ∆ 

   

  ∆ 

    
(2)

4.2 토폴로지별 제어기 설계
각 토폴로지별 인덕터 전류제어를 위한 소신호 모델
은 일반적인 부스트 컨버터와 동일하며, 인덕터의 기생
저항 성분을 무시했을 때, 식 (3)과 같다[4],[5].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출력 커패시터의 전압 불균형
을 제어하기 위한 전압 밸런싱 제어기가 필요하다. 상단
과 하단 스위치의 시비율이 동일하며, 커패시터의 용량

Fig. 9. Control block diagram of 3-level boost converter.

Fig. 10. Control block diagram of 2-level boost converter.

Fig. 11. Block diagram of current PI controller.

Fig. 12. Block diagram of voltage balancing PI controller.

이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한
주기 동안 상태 평균 방정식을 취하고 라플라스 변환
후, 소신호에 의한 전달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식 (3), (4)로 전압 밸런싱 및 전류제어를 위한 블
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1, 12와 같다. 그림 11, 12로부터
전류 및 전압 밸런싱 제어를 위한 폐루프 전달함수
(  ,   )를 구하여 2차 전달함수의 기본형태로
표현하면 식 (5),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5), (6)
의 2차 전달함수로부터 PI 제어기의 이득값을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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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controller 3-level boost converter

Current  


,   




Voltage
balancing  


,   




PI controller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Current  


,   




TABLE Ⅳ
GAINS OF PI CONTROLLER BY DC/DC CONVERTERS

Sampling type Phase delay[deg]

Sampling once every period
(1-sampling / 2-period)

 × 

 
Sampling once every two period
(1-sampling / 1-period)

 × 

 

TABLE Ⅴ
CALCULATION OF DIGITAL TIME DELAY

표 4와 같다. 표 4의 는 제어 시스템의 감쇠비, 는
시스템의 고유 진동 주파수를 나타낸다[6],[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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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각 토폴로지별 인덕터의 전류제어를 위한 시스템의
감쇠비는 오버슛이 없으며 빠른 응답속도를 갖는 특징
인 임계감쇠(=1)로 설계하였다. 임계감쇠로 설계된 컨

버터의 루프 전달함수   는 부스트 컨버터의 전달

함수와 전류 PI제어기 전달함수로 구성되며, 표 4를 이
용하여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따라서 임계감쇠로 설

계된 컨버터의 루프 전달함수는 에서 이득이 1인

이득-교차주파수(fg;gain-crossover frequency)가 된다.
즉, 설계한 대역폭의 2배 주파수 지점에서 위상 여유를
계산해야 한다. 각 토폴로지별로 위상 여유가 60deg 수
준을 만족하도록 전류제어기의 대역폭을 설계하였다.
두 가지 토폴로지의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 디지털 제
어에 의한 시지연 성분을 고려하였다. 제어용 IC는 TI社
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였다. TMS320F28335에서는
ADC의 sampling&hold에 의한 시지연 성분(TZOH)과
PWM의 시비율을 계산 및 반영되는데 소요되는 시지연
성분(Td)이 발생한다. TZOH(Zero order hole delay)는 제
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샘플링하고 표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지연 성분으로 0.5Ts(샘플링 0.5주기)의 고정
된 값을 갖는다. 하지만, Td(Computation dealy)는 제어
하고자 하는 대상의 샘플링주기에 따라 시지연 성분의
크기가 다르다. 그림 13, 14는 DSP(TMS320F28335)의
디지털 시지연의 요약도를 보여준다. TMS320F28335의
PWM 카운터가 0일 때 SOC가 발생하여 ADC가 시작
되고, 시비율을 계산하는 computation 시지연(Td)후 두
번째 SOC에서 계산된 시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어
하고자 하는 대상을 매주기마다 샘플링하면 Td = 1.0Ts
(샘플링 1.0주기), 2주기마다 샘플링하면 Td = 2.0Ts(샘
플링 2.0주기)의 시지연이 발생한다. TMS320F28335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지연성분을 샘플링 주기에 따라 수식
으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8],[9].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각 상의 인덕터 전
류의 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가 동일하므로 Td = 1Ts
이다. 하지만,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경우 스위칭 주
파수보다 2배 빠른 인덕터의 전류가 흐르는 특성으로
인해 스위칭 주파수와 동일하게 샘플링할 경우 Td =
2Ts로 시지연 성분이 크게 발생하여 위상 여유가 확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레벨 부스트 컨버
터를 스위칭 주파수(30kHz)와 동일한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경우와 인덕터 전류의 주파수를 고려한 60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하여 그 성능
을 비교하였다. 각 토폴로지별로 시지연 성분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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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ampling and hold time delay of TMS320F28335.

제어기의 위상 여유가 60deg 수준을 만족하도록 제어기
의 대역폭을 설계하였다.
그림 16은 각 토폴로지별 전류제어기의 위상 여유를
확인하기 위한 보드선도와 최대 부하 조건에서의 전류
지령(33A)에 대한 응답특성의 MATLAB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여준다.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제어
기의 대역폭을 100Hz로 설계하여 fg=200Hz가 된다. 이
이득-교차주파수에서 디지털 시지연 성분은 약 16.4deg
의 위상 여유를 감소시켜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
터는 59.6deg의 위상 여유를 갖는다.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30kHz, 60kHz의 샘플링 주
파수 두 가지를 비교하였다. 샘플링 주파수가 30kHz일
때, 제어기의 대역폭을 200Hz로 설계하여 fg=400Hz가
된다. 이 이득-교차주파수에서 디지털 시지연 성분은 약
13.5deg의 위상 여유를 감소시켜 3-레벨 부스트 컨버터
는 62.5deg의 위상 여유를 갖는다. 3-레벨 부스트 컨버
터의 인덕터 전류가 스위칭 주파수보다 2배 빠르게 흐
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샘플링 주파수가 60kHz일 때, 디
지털 시지연 성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더 넓은 대역폭
인 500Hz로 설계할 수 있었고, 이 경우에 이득-교차 주
파수는 1kHz가 된다. 이 주파수에서 디지털 시지연 성
분은 약 10.9deg의 위상 여유를 감소시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65.1deg의 위상 여유를 갖는다.

Fig. 14. Computation time delay of TMS320F28335 (DSP).

전류지령에 대한 동적 응답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는 전류제어기의
대역폭이 100Hz,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30kHz, 60kHz
의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200Hz, 500Hz의 전류제어기
대역폭을 가져 60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3-레벨
부스트 컨버터가 가장 큰 위상 여유를 가지며 우수한
동적 응답특성을 보였다.

5. 실 험

3-레벨 부스트 컨버터와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
버터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림 15은 각 토폴로지별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그림 17은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1200V 출력 전압,
20kW의 최대 부하조건에서 입력전류와 출력전압, 출력
커패시터의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8은 동일 조건
에서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류와 각
상 인덕터의 전류 및 출력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9는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33A 전
류지령에 대한 동적 특성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10msec의 정착시간에서 오버슛이 발생하였다. 그림 20의
(a)는 3-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30kHz로 샘플링한 경우,
그림 20의 (b)는 60kHz로 샘플링한 경우의 33A 전류지령

Fig. 15. DC/DC converter prototype; 3-level boost converter (Left),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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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level: 8kHz sampling frequency, 100Hz bandwidth

(b) 3-level: 30kHz sampling frequency, 200Hz bandwidth

(c) 3-level: 60kHz sampling frequency, 500Hz bandwidth

Fig. 16. Bode plot and step response of DC/DC converters.

Fig. 17. Waveforms of 3-level boost converter at 1200V
output and 20kW load. Ch1: Output voltage, Ch2 : Output
voltage (Top), Ch3 : Output voltage (Bottom), Ch4 : Intput
current.

에 대한 동적 특성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30kHz로 샘
플링한 경우,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보다 상대

Fig. 18. Waveforms of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at 1200V output and 20kW load. Ch1: Input current, Ch2:
Inductor current (A phase), Ch3 : Inductor current (B), Ch4:
Output voltage.

Fig. 19. Start-up waveforms of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8kHz Sampling). Ch1: Input current, Ch2:
Reference of input current, Ch3: Inductor current (A), Ch4:
Inductor current (B).

적으로 넓은 제어기 대역폭을 달성하여 5msec의 정착시
간에서 오버슛이 발생하였고, 전류 더블링 효과를 고려
하여 60kHz로 샘플링한 경우, 2msec의 정착시간에서 오
버슛이 발생하였다. 각 토폴로지별로 입력전압이 600V
이고 출력전압이 1200V, 20kW의 부하 조건에서 효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21의 (a)는 위 실험 조건에서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의 효율 데이터를 보여주며 약
97.52%의 효율을 갖는다. 그림 21의 (b)는 동일한 조건
에서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효율 데이터를 보여주며,
약 98.97%의 효율로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에
비해 더 우수한 효율 특성을 보였다. 그림 22는 토폴로
지별 입력전압이 600V, 출력 전압이 1200V에서 부하 조
건에 따른 효율 곡선을 나타낸다. 2-레벨 인터리빙 부스
트 컨버터는 2kW 부하 조건에서는 95%의 효율을 만족
하지 못하였고, 6kW 이상 부하 조건에서 96% 이상의
효율을 만족하였다. 이에 반해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경우, 전 부하 조건에서 96% 이상의 고효율을 달성하였
다. 전 부하 구간에서의 실험결과를 통해 3-레벨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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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kHz sampling

(b) 60kHz sampling

Fig. 20. Start-up waveforms of 3-level boost converter by
sampling frequency. Ch1: Input current, Ch2: Reference of
input current, Ch3: Output voltage (Top), Ch4: Output
voltage (Bottom).

(a) 2-level interleaving boost converter

(b) 3-level boost converter

Fig. 21. The Measured power efficiency at 1200V output
voltage and 20kW output load.

Fig. 22. The efficiency curve of DC/DC converters for
various output load at 1200V output voltage.

2-level 3-level

Semiconductor's
current stress

0.5Iin Iin

Semiconductor's
voltage stress Vo 0.5Vo

The number of
switch

4ea 8ea

The number of
diode

8ea 4ea

Bandwidth of
current controller 100Hz 200Hz(fs=30kHz)

500Hz(fs=60kHz)

Phase margin of
current controller 59.7deg 62.5deg(fs=30kHz)

65.1deg(fs=60kHz)

Settling time
without overshoot 10msec 5msec(fs=30kHz)

2msec(fs=60kHz)

Power density 3.424kW/L 2.882kW/L

Efficiency 97.52% 98.97%

TABLE Ⅵ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

컨버터의 더 우수한 효율 성능을 검증하였다. 토폴로지
별 실험결과와 하드웨어 설계 결과 및 반도체 소자의
스트레스 특성과 함께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철도차량용
DC/DC 컨버터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부스트 컨버
터를 비교하였다. 2-레벨 인터리빙 부스트 컨버터와 3-
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이론적으로 설계하였고, 특히 디
지털 시지연을 고려한 제어기를 이론적으로 설계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실험결
과, 2-레벨 부스트 컨버터에 더 넓은 대역폭으로 설계가
가능한 3-레벨 부스트 컨버터가 더 우수한 정적 및 동
적 성능을 보였다. 특히, 인덕터 전류가 스위칭 주파수
보다 2배 빠른 주파수를 갖는 특성으로 인해 60kHz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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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한 경우, 30kHz 샘플링한 경우보다 더 넓은 대역
폭으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어 가장 우수한 동특성을
보였고, 출력 전압이 1200V, 20kW의 최대 부하조건에서
98.97%의 고효율을 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컨
버터의 하드웨어 및 제어기 설계 방법을 실제 250kW급
의 실측 용량의 컨버터 설계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8R1D 1A1B0704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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