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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상천이 풀브릿지 – 전류 더블러 토폴로지 (PSFB-CD)

표 1. 2차측 구조에 따른 플라나 변압기 Footprint 비교

PSFB-CT PSFB-CD

Number of 
Layers 6 Layers (2 Primary Layers, 4 Secondary Layers)

Secondary 
current

Secondary 
Layer

Top View

Footprint 
Area 12,443mm2 7,049mm2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고전력밀도를 위하여 WBG소자를 적

용한 3kW 전기자동차용 LDC를 제안한다. SiC소자에 250kHz

의 스위칭 주파수를 적용하였으며, 65°C의 냉각수 온도를 기준

으로 모든 소자가 110°C 이하로 온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냉

각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센터탭 구조와 전류 더블러 구조 플

라나 변압기의 단면적 비교를 통해 전류 더블러 정류기가 토폴

로지로 선정되었다. Low Profile을 위하여 통합형 커스터마이

징 플라나 코어 및 PCB 레이어를 설계·제작하였고 3kW 1차시

작품으로부터 96.36%의 효율과 3.68kW/L의 전력밀도를 달성하

였다.

1. 서 론

전기자동차의 주요부품인 LDC는 자동차의 전동화와 전장화

로 인해 고효율, 고전력밀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전 2kW이하

급의 LDC가 대세였던 것과 달리, 최근 차량 기능 다양화로 차

량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3kW급의 LDC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고전력밀도와 고효율의 LDC를 개발하기 위해서 WBG

(Wide- band-gap) 소자를 이용하여 스위칭 손실을 낮춰 고효

율을 달성하거나, 플라나 변압기를 사용하여 자성체의 부피를

감소시켜 고전력밀도를 달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 기존

LDC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토폴로지는 PSFB(Phase shift full

bridge)로 설계에 따라 전범위 ZVS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져 고효율·고전력밀도가 요구되는 LDC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2] 하지만 목표 사양인 3kW급으로 PSFB 토폴로지를 사

용해 LDC를 설계할 경우, 2차 측 출력 전류가 200A이상이므

로 플라나 변압기의 Footprint가 커지게 되며 스위치의 손실이

커지며 발열량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전력밀도

와 고효율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kW 250kHz PSFB 컨버터에서 플라나 변압

기를 사용할 경우 2차측 정류기 Footprint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성체의 Footprint 면적이 최소로 되도록 설계하여 전력 밀도

를 향상시키고, Interleaving 레이어 구조 설계를 통해 권선 손

실을 줄였다. 또한 2차측 스위치 손실을 줄여 효율을 높이는

최적화 설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2. 고효율, 고전력밀도를 위한 PSFB 설계

2.1 PSFB 2차측 정류기 선정

PSFB의 경우 2차측 구성방식에 따라 풀브릿지 정류 방식,

센터탭 방식(Center-tap, CT), 전류 더블러 방식(Current

doubler, CD)으로 나뉜다.. 이 중 CT 방식과 CD 방식은 2차측

다이오드 2개만으로 정류가 가능하여 부품 가격 저감 및 동기

정류(Synchronous rectification, SR)를 통해 고효율 달성에 유

리하다.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정격 부하 동작 시 CT방식

은 정격 전류가 2차측 와인딩에 흐르지만 CD방식은 정격 전류

의 50%만 와인딩에 흐르게 된다. 따라서 6-레이어 PCB에서

1차측 2레이어, 2차측 4레이어로 같은 구성일 때, CT방식은 2

차측을 2병렬까지 구성 할 수 있지만 CD방식은 4병렬까지 가

능하다. 즉, 레이어 당 전류 정격이 CD방식이 CT방식의 25%

이기 때문에 변압기의 2차측 Footprint가 더 작아 고전력밀도

달성에 유리하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전류 더블러 방식으로

2차측 정류기를 선정하였고, 1차 측 SiC소자에 고속 스위칭을

적용하여 자성체 부피를 저감하였다.

2.2 열적 모델링을 통한 발열량 분석

3kW급의 PSFB의 2차 측은 저전압·대전류단으로 정격 부하

에서 동기정류 스위치 한 개에 흐르는 전류가 200A이상이다.

따라서 대전류에 의한 도통 손실이 크기 때문에 동기정류 스위

치를 병렬 구성하고 개당 스위치 전류를 줄여야 한다. 그림 2

의 중부하 범위에서 병렬 수가 많을수록 전체 동기정류 스위치

의 손실이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스위치 손실은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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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 파형(Vin=240V, Vo=13.8V, Po = 3kW, fs= 250kHz)

그림 5. 3kW LDC 1차 시작품

(a) (b)

그림 7. 측정효율 및 손실분석 (a) 측정 효율 (Vin=240V) (b) 손실 분석 
(Vin=240V, Vo=13.8V, Po=3kW)

   ∙ 


   ∙  ······· (3)

그림 2. 동기정류 스위치의 병렬 수에 따른 손실과 스위치의 온도가 110℃가 

되는 스위치의 손실 


               ···· (1)

   ∙  ··········· (2)

(a) (b)
그림 3. 냉각기 설계 (a) 방열구조  (b) 열적 모델링 

(a) (b) (c) (d)

그림 4. 플라나 변압기 레이어 구조 (a) 설계된 플라나 변압기의 권선도(b) 
Full interleaving layer 방식 (c) Partial interleaving layer 방식 (d) 

Symmetrical partial interleaving layer 방식

치의 발열량과도 연관이 있다. 그림 3.(a)의 방열 구조에서, 그

림 3.(b)에 의해 발생하는 총 열저항값()은 식(1)에 의해

정해지며 식 2)에 의해 스위치의 발열량이 결정이 된다.

자동차 응용에서는 모든 소자들의 온도가 110℃미만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그림 2에 표시된 각 병렬 방식 별 최고 허용 전

력 손실은 냉각수 온도가 65℃일 때, 스위치 온도가 110℃ 기

준에서의 손실 허용치의 최대값이다. 2병렬과 3병렬 구성 모두

정격 부하에서 스위치 온도를 110℃ 미만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동기정류 스위치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2차측 면적이 커져 전

력 밀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2차측 스위치는 전력밀도와 효율

을 모두 고려하여 2병렬로 선정했다.

2.3 Partial Interleaving 방식의 플라나 변압기 설계

변압기 코어의 부피는 고속 스위칭을 통해 저감이 가능하지

만, Fringing effect로 인한 권선 손실이 커지게 된다.

식 (3)는 변압기 권선 AC저항(Rac)에 대한 식으로 권선 손실

을 줄이기 위해서는 m의 값을 최소화하는 PCB 레이어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5(a)와 같은 권선 구성일 때, 플라나 변압기에

그림 5.(b), (c)와 같이 Interleaving을 적용하여 m값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레이어 간 관통형 via를 사용해야

하므로 1차 측과 2차 측 권선 사이의 절연 간격 확보로 인해

권선의 Footprint가 커지게 된다. 그림 5.(d)의 Partial

interleaving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m값이 증가하여 권선 손실

은 다소 증가하지만, 관통형 via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권선 Footprint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고효율과 고전력밀도

달성을 위하여 플라나 변압기에 Partial Interleaving 방식을 적

용하여 설계했다.

3. 실험 결과

그림 4는 3kW 시작품의 제작 사진을 나타내며 제어기, 보조

전원 회로를 포함한다. 그림 6은 입력 전압 240V, 출력 전압

15.5V, 3kW 정격부하에서의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4개의 스위

치 모두 ZVS를 성취하였고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250kHz 3kW 전기자동차 LDC를 위한 SiC

소자 및 플라나변압기 기반 설계를 진행했으며 시작품 제작을

통해 3.68kW/L의 전력밀도를 달성하였다. 플라나변압기 권선

구조를 Symmetrical partial interleaving 방식으로 제작하여 고

주파 스위칭 동작에서 발생하는 AC 권선 손실을 줄일 수 있었

다. 전 범위 ZVS을 확인하였으며 2.5kW 부하에서 96.36%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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