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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양방향 절연형 DC-DC 컨버터

그림 1. 제안하는 컨버터의 제어 알고리즘 

ABSTRACT

본 논문은 0V에서 100V까지 매우 높은 승·강압비를 갖는 양

방향 DC-D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2-Stage

구조로 SRC(Series Resonant Converter)와 DBC(Differential

Buck Converter)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두 개의 각 벅 컨버터 출력 전압의 전위차로 결정되기 때문에

0V에서도 높은 전압으로 승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하는 컨버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5kW급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96.27%의 최고효율을 달성하였다.

1. 서 론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여러 산업 응용 분야

에서는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양방향 DC 전원 공급 장치

및 배터리 충·방전기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장비는 전기적 절

연과 함께 0V에서 수 kV의 넓은 출력전압 특성이 필요하며,

CC, CV, CP 동작시 매우 빠른 전류 응답속도가 요구된다.

단일 구조의 양방향 절연형 컨버터인 CLLC 공진형 컨버터

와 DAB(Dual Active Bridge)는 스위치의 ZVS 턴 온이 가능

하지만, 본 응용과 같이 전압범위가 매우 넓을 경우 각각 주파

수 범위와 위상각이 커져서 자성체의 최적설계가 어렵고, 넓은

전압범위 동작시 순환전류가 커져서 효율이 매우 낮아지는 문

제가 있으므로 본 응용에 적합하지 않다.[1,2] 따라서 전압범위가

넓은 응용에서 절연형 컨버터와 비절연 벅-부스트 컨버터의 2

단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력에서 양방향 벅 컨버

터는 회로 내 기생성분으로 인해 승압이 제한되어 일반적으로,

시비율 0.7 정도까지만 사용하며 고승압 동작이 불가능하

다.[3],[4] 본 논문에서는 0V와 같이 극 저압에서도 승압이 가능

한 양방향 절연형 DC-D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SRC와 DBC로 구성되며, 고효율 및 자성체 최적설계를

위해 SRC는 항상 고정주파수, 고정 듀티로 동작하고 DBC는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제어를 하며 150A/4ms의 빠른 응답속

도로 CC-CV 동작을 수행한다.

2. 제안하는 컨버터

그림 1은 제안하는 컨버터의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이며,

양방향 절연형 DC-DC 컨버터 회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3

은 제안하는 컨버터의 동작 시퀀스이다. Buck 1은 인덕터 전류

(iL1) 및 VC1(=VC2+VO) 전압을 제어하여 150A/4ms의 빠른 응

답속도로 CC-CV 동작을 수행하고, Buck 2는 출력전압(VC2)을

고정전압(50V)으로 제어한다. SRC는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의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변압기의 Lm 크기에 따

라 스위치가 1) ZVS 턴 온/하드스위칭 턴 오프 2) ZCS 턴 온/

턴 오프의 두 가지 동작이 가능하다. 그림 4는 Lm의 크기에 따

른 두 가지 스위치 동작에 대한 SRC 1차측 스위치의 계산된

손실을 나타낸다. 작은 Lm을 사용할 경우, 턴 온 손실은 감소

하지만, 턴 오프 및 Lm 전류에 의한 도통손실이 증가하여 총

스위칭 손실이 더 크다. 따라서 본 응용에서는 ZCS 턴 온/턴

오프가 가능한 큰 Lm을 사용하였다. DBC의 출력전압(VO)은

벅 컨버터 각각의 출력전압(VC1, VC2)의 전위차에 의해서 결정

된다. 따라서 각각의 벅 컨버터의 출력전압(VC1, VC2)이 같으면

출력전압(VO)이 극 저전압(VO≈0V)이 되므로 매우 높은 승·강

압비를 갖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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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9.각출력전압별 부하에따른효율(a)충전모드(b)방전모드

(a) (b)

그림 7. 출력전압 1V시 방전 실험파형 (a) 1s/div (b) 10μs/div 

(a) (b)
그림 6. DBC 정상상태 파형(15kW 부하)

(a) Buck 1 스위치 전압 및 전류 (b) Buck 2 스위치 전압 및 전류

(a) (b)
 그림 5. SRC 정상상태 파형 (15kW 부하)

(a) 1차측스위치전압및공진 전류 (b) 2차측스위치전압및공진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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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a) 충�방전 모드전환 실험파형 (b) 충�방전 모드전환 시 

출력전류 응답속도(-150A → 150A, 150A → -150A)

· PO = 15kW · VH = 600V · VO = 0V∼100V

· VLink = 200V · fSW(SRC) = 37.5kHz · fSW(Buck) = 30kHz

그림 3. 제안하는 컨버터의 동작 시퀀스

그림 4. Lm 크기에 따른 SRC 1차측 스위치 손실 계산 비교

3. 실험 결과

제안하는 컨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15kW급 시작품

을 제작하였고 실험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정상상태일 때의 SRC 스위치 전압(VSH1, VSH2,

VSL1, VSL2) 및 입력전압(VH), 공진 전류(Ipri, Isec) 파형으로 1, 2

차측 모든 스위치가 ZCS 턴온 및 턴오프를 성취한다. 그림 6

은 정상상태일 때 DBC 스위치 전압(VS1 �VS4) 및 출력 전압

(VO), 각 벅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IL1, IL2) 파형이다. 그림 7은

출력전압이 1V 일 때의 방전 실험파형으로 극 저전압에서도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출력전압 100V 때

의 충·방전 모드전환 실험파형으로 150A/4ms 의 응답속도를

달성하였다. 그림 9는 출력전압 별 부하에 따른 측정 효율이며

최고 효율은 충전모드 96.21%, 방전모드 96.27%로 달성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높은 승·강압비를 갖는 양방향 DC-DC 컨버

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회로는 2-stage인 SRC와 DBC로 구

성되었고, 매우 높은 승압비를 가지며 빠른 응답속도

(150A/4ms)를 만족한다. 15kW 시작품을 통해 제안하는 토폴

로지의 성능(최고효율 96.27%)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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