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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의 에 지 사용량이 증함에 따라 2030년에는 

2005년 비 약 40%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상되며, 이  

20% 이상이 수송 분야에서 소모될 것으로 상된다 [1]. 이

에 따라 온실 가스 감소  화석 에 지 고갈을 늦추기 

해 수송 차량의 연비 향상  온실 가스 배출 규제가 생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하이

리드 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s, HEVs), 러그인 

하이 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  기차 (Electric Vehicles, EVs)의 연구  보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3]. 이  PHEVs는 HEVs

에 비해 차량 내부의 배터리 용량을 증  시켜 순수 기차 

모드 (All Electric Range, AER)을 증 시킨 형태로, 배터리

의 용량 증 에 따라 차량 내부의 발 기  모터의 회생 

에 지만으로는 배터리를 완 히 충 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부의 원으로부터 력을 공 받아 배터리를 충 하게 된

다. 이때 배터리를 충 하는 충 기는 PHEVs 기술  핵심 

기술로써 차량 내부에 추가 으로 탑재되어 충 하는 형태 

(On-Board Charger, OBC)와 차량 구동모터의 성 을 연

결하여 인덕터로 활용하고 모터 구동용 인버터를 역방향으

로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 하는 방법 (Integrated Battery 

Charger, 다기능 인버터)으로 연구되었다 [4-7]. 이  추가

인 충 기가 없는 형태는 연구된 충  방법들은 인버터를 

Boost PFC 형태로 이용하여 교류 압을 직류 압으로 변환

하고 이를 다시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이용하여 배터리

를 충 하는 형태로, 이에 따라 차량 내부에 추가 공간이 확

보되며, 차량의 무게  단가를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무게 감소로 인해 AER을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된 다기능 인버터

의 충  방식은 충  구조를 2-Stage로 제어하기 때문에 충

 효율이 떨어지며 모터의 인덕턴스를 부스트 인덕터로 사

용하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작을 경우 높은 수 의 충 을 

기 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래에 제안된 구동 모터  인버

터를 이용한 충  구조  2개의 모터와 구동용 인버터를 

가진 구조에서 배터리 충 압이 입력 압보다 작을 경우 

인버터를 다이오드 정류기로 이용하고 Buck PFC 형태로 

배터리를 충 하여 체 충  구조를 1-Stage로 구성하여 

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충  시스템

을 배터리 충 압에 따라 각각의 충  성능을 분석하여 

기존의 충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하여 충  시스템에 따른 

장단 을 제시하 고, 제안한 충 기법과 기존의 충 기법을 

조합하여 배터리 충 에 사용하여 향상된 충  특성을 확인

한다.

2. 다기능 인버터 배터리 충 기법

2.1 기존 충 기법

기존의 다기능 인버터의 충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구성

되어 동작한다. 두 개의 인버터는 추가 인 다이오드 정류

기가 없는 AC-DC Bridgeless Boost PFC 동작을 해 인

버터의 스 치의 윗단은 항상 오 되어 다이오드로 동작하

고 계통 압이 양인 구간에서는 의 인버터의 아랫단 스

치가 동작하고 계통 압이 음인 구간에서는 아래 인버터의 

아랫단 스 치가 동작하여 PFC 동작을 수행하여 DC-Link 

압을 유지한다. 양방향 DC-DC 컨버터 Buck Converter 

역할을 하여 배터리를 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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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다기능 인버터의 충  구조

Fig. 1 Charging configuration of conventional multi-function 

inverter

기존의 충  기법의 PFC 동작은 입력 류의 리 을 이

기 해 모터의 인덕턴스가 다음과 같은 수식이상의 값을 

만족해야 한다. 이때 모터의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형

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모에 2를 곱하 다.

  ×

× ×
(1)

따라서 이미 결정된 모터의 인덕턴스가 충  시스템에 따

라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으로 동작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보다 역률 (Power Factor, PF)  고조 왜

율 (Total Harmonic Distortion, THD)의 성능과 시스템 효

율이 감 될 수 있으며 체 시스템은 AC-DC-DC로 

2-Stage 구조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CCM으로 

제어하게 되면 충  시스템의 PF, THD  충 압의 

DC-Regulation 성능은 우수하나, 체 충  효율은 1-Stage 

구조의 효율 보다 상 으로 낮고 모터의 인덕턴스가 작게 

되면 높은 성능의 PFC 동작을 할 수 없는 단 을 갖는다.

2.2 제안한 Buck-Type 충 기법

기존의 충 기법보다 충  효율 부분을 증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1-Stage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그림 2와 같이 시

스템을 구성하 다. Boost PFC로 동작하는 인버터를 다이

오드 정류기로 이용하여 AC 압을 DC 로 정류하고 정류

된 압을 이용하여 양방향 DC-DC 컨버터에서 출력 배터

리 충 압 제어  입력 류 제어를 하는 PFC 동작을 수

행한다. 이때 PFC 동작을 해 DC-Link 캐패시터는 작은 

용량을 사용해야 하므로 Relay의 동작을 통해 작은 용량의 

캐패시터로 체하는 구조로 구성하 다.

PHEVs는 배터리 용량이 Electric Vehicles (EVs) 보다 

작기 때문에 All Electric Range (AER)가 상 으로 낮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공칭 압도 EVs 보다 상 으로 낮

게 된다. 따라서 계통 압이 220Vrms 인 경우, 배터리 충

 압은 이보다 항상 낮은 상태로 충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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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다기능 인버터의 충  구조

Fig. 2 Charging configuration of proposed multi-function 

inverter

1-Stage로 Buck-Type 충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충

압의 DC-Regulation  THD의 성능이 감되는 단 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충  시스템은 출력이 배터리이기 때문

에 출력 쪽에 큰 캐패시터가 있는 구조가 되므로 출력 압 

Regulation은 만족 된다. THD 경우에는 Buck-PFC가 본질

으로 높은 값을 갖게 되므로 좋지 않은 향을 미치지만, 

충 효율이 높고 입력측의 모터 인덕턴스가 필터로 동작하

기 때문에 EMI 필터 사이즈를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ade-Off를 할 수 있다.

2.3 제안한 충 기법 분석  제어

그림 3은 제안한 충 기법의 구간별 력 흐름을 나타낸

다. 2개의 구동용 인버터는 각각 다이오드 정류기의 한 암

이 되어 등가화 되고 양방향 컨버터는 벅 컨버터로 등가화 

되어 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버터에는 스 치의 구

동신호를 인가하지 않고, 양방향 컨버터에도 다이오드 역할

을 하는 스 치에는 게이  신호를 인가할 필요가 없어 제

어가 간단해진다. 이에 따라 충  단계는 1-Stage 구조를 

가지고, 인버터를 다이오드 정류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통 

손실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각

각의 인버터의 아랫단 스 치의 스 칭 손실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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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충  시스템의 구간별 력 흐름

Fig. 3 Power flow of proposed 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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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한 시스템의 충  알고리즘

Fig. 4 Charging algorithm of proposed system

고 인버터의 윗단 스 치의 바디 다이오드의 스 칭 손실 

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버터에서는 60Hz 압 정

류시에 발생하는 역회복 손실  도통 손실만 발생하게 된

다. 스 치  다이오드의 스 칭 손실은 각각 수식 (2)와 

(3)과 같이 계산된다.

    × (2)

 

 ×
× × (3)

HEVs  PHEVs는 높은 류 정격을 가지는 IGBT 소

자를 사용하므로 상 으로 낮은 정격의 스 치보다 큰 

Eon, Eoff  trr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인 On-Board 충

기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4는 제안한 시스템의 충  알고리즘으로 배터리 충

 압 지령치와 재 배터리 압과의 비교를 통해 PI제

어기를 통해 직류 류 지령치를 만들게 되고 실제 계통 

압 정보를 읽어 크기 1의 값으로 만들어 입력 류 지령

치를 만든 뒤 다시 PI 제어기를 거쳐 반송 와의 비교를 통

해 PWM 신호를 만든다. 이러한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IL

의 류를 사인 로 제어하기 때문에 인덕터에 흐르는 류

에는 교류성분이 인가 되지만 Buck 컨버터 구조 상 출력이 

역 통과 필터이며 교류 류 성분이 캐패시터에 인가되어 

압 맥동이 커지지만 부하가 캐패시턴스가 큰 형태인 배터

리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된다.

  2.4 기존 충 기법 + 제안한 충 기법 분석 

그림 5는 Buck-PFC 동작을 할 때 교류 입력 압의 크기

와 출력 압에 따른 입력 류가 흐를 수 있는 구간을 나

타낸 그림이며 류 도통 구간은 다음과 같다.

    (4)

이는 출력 압이 입력 압보다 크게 되면 Buck-PFC 구

조 상 입력 류는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배터

리 압에서는 높은 성능의 PF  THD를 기 하기 힘듦을 

나타내며 배터리 압이 낮을 경우에는 입력 류 도통 구

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 으로 높은 충  성능을 기 할 

수 있다 [8]. 

기존의 충  기법은 모터 구동용 인버터가 Bridgeless 

PFC 형태로 구동되기 때문에 입력 류가 입력 압  출

력 압에 계없이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충  기

법  제안한 충  기법을 충  시스템에 하나만 용하는 

그림 5 제안한 충 기법의 출력 압 크기에 따른 입력 

류 도통 구간 

Fig. 5 Current conduction interval of proposed charging 

method according to output voltage magnitude

 

것이 아니라 배터리 충 압마다 충 성능이 상 으로 

뛰어난 기법을 용하여 충  알고리즘을 구  할 수 있다. 

이에 한 설명을 그림 5의 역과 같이 표 할 수 있고 각

각의 충  기법을 사용하는 범 는 모터의 인덕턴스 크기에 

따라 결정 되며 각각의 충 기법을 선행 테스트를 통해, 배

터리 충  압에 해 각각의 충  성능을 Table화 한 후 

사용되는 충  기법을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다. 를 들

어 100 - 130V 충  구간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충  성능

이 우수하고 130 - 140V의 충  구간에서는 기존의 방법이 

유리할 경우 130V 지 에서 충  구조를 변화시키고 충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배터리를 충 할 수 있다. 배터리 충

 시스템의 경우 충 을 짧은 시간 동안 멈추어도 충  성

능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어 방식의 체가 크게 문

제 되지 않는다.

3. 시스템 성능 비교 분석

제안한 충  시스템  기존의 충  시스템을 비교 분석

하기 해 표 1과 같은 라미터를 선정하 다. 시뮬 이션 

랫폼은 종례에 개발된 시뮬 이션도 수행할 수 있는 구조

로 구성하 으며 모터는 SPMSM을 용하 다. 이에 따라 

각각의 모터의 인덕턴스는 3개의 인덕터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용한 제어 방법은 종례의 제어 알고리즘 인 제로 

벡터제어 방식  인터리빙 제어 방식  각 인버터의 각

Parameter Value [Unit]

입력 계통 압 220 [Vrms]

충  정격 3.3 [kW]

스 칭 주 수 20 [kHz]

DC-Link 캐패시턴스 5 [uF]

컨버터 인덕턴스 0.8 [mH]

배터리 공칭 압 100 - 150 [V]

모터 상 인덕턴스 0.3 / 0.6 [mH]

배터리 캐패시턴스 22000 [uF]

IGBT IKW40N60H3 (600V 40A)

모터 종류 SPMSM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기학회논문지 60권 8호 2011년 8월

1526

           (a) 기존의 충  방법 (충 압: 150V)                       (b) 제안한 충  방법 (충 압: 150V)

           (c) 기존의 충  방법 (충 압: 100V)                       (d) 제안한 충  방법 (충 압: 100V)

그림 6 충  압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s according to charging voltage

암의 아랫단 스 치를 동시에 Turn-on/off 시킬 수 있는 제

로 벡터 제어 방식을 용하 다. 따라서 SPMSM의 경우에

는 회 자의 치에 따라 각상의 인덕턴스가 동일하기 때문

에 모터의 각 상에 흐르는 류를 동일하게 크기와 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터에서 발생되는 토크가 0으로 만들 수 있

다 [9],[10]. 시스템과 계통이 연결되는 지 에서 EMI 필터는 

부착하지 않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종례의 충  

시스템과의 상 인 효율 비교를 하기 해 인버터에 사용

된 IGBT는 Infineon社의 600V, 40A 정격의 IKW40N60H3로 

선정하 고 Datasheet의 Eon, Eoff  trr 정보를 참고 하 다. 

시뮬 이션에서 수행한 압 제어기의 PI 상수의 이득은 5 

시상수는 0.01로 선정하 고, 류 제어기의 PI 상수의 이득

은 0.1 시상수도 0.1로 선정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3.1 기존 충 기법  제안한 충 기법 비교 분석

배터리의 공칭 압에 따라 100V부터 150V까지 10V 단

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기존의 충 기법과 PF, 

THD  효율을 비교 분석하 다. 그림 6은 기존의 충  기

법과 제안한 충  기법의 시뮬 이션 결과 형으로, (a) 와 

(c)는 기존의 충  시스템의 결과 형이며, (b) 와 (d)는 제

안한 충  시스템의 결과 형이다. 각각의 시뮬 이션은 

배터리 충  압을 150V와 100V로 설정하 다.

기존의 충  방법은 2-Stage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배터

리 충  압 Regulation 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모터의 

인덕턴스가 CCM으로 Boost PFC 동작을 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못하기 때문에 150V 충  조건에서는 부분 인 DCM 

구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입력 류의 PF는 92.53%가 되

며 THD는 40.54%의 결과가 나왔다. 100V 충  조건에서는 

충  류의 감소에 따라서 입력 류의  역에서 DCM 

구간이 발생하고 이때의 PF는 78.73%며 THD는 78.19%로 

입력 측에 추가 인 필터 없이는 작은 인덕턴스를 가지는 

모터 구조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안한 충  구조는 모터의 인덕턴스가 체 충  시스템 

에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Buck PFC의 기본 인 

특징인 입력 류가 불연속 인 상을 제거 하는 장 을 

가진다. 이에 따라 입력측에 작은 모터 인덕턴스를 가지고

도 계통 입력 류의 리 이 기존의 방법보다 어든다. 충  

효율 상승(%) PF (%) THD (%)

충  
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방법

제안
방법

100V 0 0.76 78.73 97.25 78.19 23.91

110V 0 0.83 82.27 97.16 69.14 24.24

120V 0 0.91 85.51 97.05 60.70 24.61

130V 0 0.99 88.46 96.98 52.75 24.80

140V 0 1.06 90.75 96.90 46.86 25.12

150V 0 1.14 92.53 96.61 40.54 26.13

표   2 충  방법에 따른 효율, PF  THD 비교 (모터 인

덕턴스 = 0.3mH) 

Table 2 Comparison of efficiency, PF, and THD according to 

charging method (motor inductance is 0.3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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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 

효율 상승 (%)
PF (%) THD (%)

충  압
제안

방법

기존+

제안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제안

기존

방법

제안

방법

기존+

제안

100V 0.76 0.76 92.13 97.36 97.36 42.41 23.79 23.79

110V 0.83 0.83 94.27 97.26 97.26 35.52 23.72 23.72

120V 0.91 0.91 95.79 97.15 97.15 29.97 24.10 24.10

130V 0.99 0.99 96.86 97.03 97.03 25.57 24.53 24.53

140V 1.06 0 97.60 96.93 97.60 22.05 24.86 22.05

150V 1.14 0 98.14 96.62 98.14 19.23 25.89 19.23

표   3  충  방법에 따른 효율, PF  THD 비교 (모터 인덕턴스 0.6mH)

Table 3 Comparison of efficiency, PF, and THD according to charging method (motor inductance is 0.6mH) 

압이 150V 조건일 경우에는 Buck PFC 특성 상 출력 

압이 입력 압보다 큰 구간이 상 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입력 원이 인 구간에서는 류가 흐를 수 없다. 하지

만 입력 측에 필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PF는 96.61%, THD

는 26.13%를 가진다. 100V 충  조건일 경우에는 입력 원

보다 출력 압이 큰 구간이 어들기 때문에 PF  THD는 

향상되어 각각 97.26%, 23.91%를 가진다.

효율 측면은 식 (2)와 (3)을 바탕으로 기존의 토폴로지의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IKW40N60H3을 용하여 수식

으로 계산하 다. 기존의 충  방식은 Boost PFC 동작을 

수행하여 380V 정 압을 제어한다고 가정하 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스 칭 손실은 각 스 치 하나에서 발생하는 손실

은 4.53W이며 총 6개의 스 치에서 발생하는 총 스 칭 손

실은 27.16W가 발생한다. 한 하나의 다이오드에서 발생하

는 손실은 1.73W의 손실이 발생하며 총 6개의 다이오드에

서는 10.36W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충  방

법을 사용하면 스 칭에 따라 총 37.52W의 손실이 발생한

다. 이에 따라 3.3kW 충 기의 경우 최  1.14% 충  손실

이 발생한다. 충  압을 100V에서 10V씩 증가 시켜 각각

의 충  방법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 고 이는 표 2에 이를 

작성하 다.

표 2의 결과는 기존의 방법의 경우에는 충  압이 낮아

질수록 경부하가 되므로 입력 류는 DCM 구간이 생기게 

되면서 PF  THD 가 악화되며, 입력 류가 작아지기 때

문에 효율의 감은 어들게 된다. 제안한 충 기법의 경

우에는 충  압이 낮아질수록 출력 압이 입력 압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PF  THD가 반 으

로 좋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한 인버터에는 스 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 칭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충  방법보다 높은 효율의 충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다. 

표 2의 결과는 모든 역에서 제안한 방법이 우수하기 때문

에 각각의 충 기법을 따로 용할 필요가 없다. 다음 에

서는 모터 인덕턴스가 좀 더 큰 경우에서 각각의 충  기법

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여 각각의 충  기법을 충  압에 

따라 용하겠다.

3.2 두 가지 충  기법을 용한 결과

본 에서는 모터의 인덕턴스가 0.3mH에서 0.6mH로 변

할 경우 각각의 충 기법을 분석하여 배터리 충 압마다 

우세한 충  기법을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표 

3은 기존의 충  기법과 제안한 충 기법을 배터리 출력 

압에 따라 유리한 기법을 각각 용한 결과로 배터리 압

이 낮은 100 ~ 130V 구간에서는 제안한 충  기법을 용

하여 충 효율, PF  THD를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배터리 압이 높아지는 구간인 140 ~ 150V 구간에서는 기

존의 충  기법을 용하여 충  효율은 향상 시키지 못했

지만, PF  THD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터의 인덕턴스가 Boost PFC 동작을 하기에 작을 경우에

는 제안한 충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터 인덕턴스의 

크기가 기존의 충 기법  제안한 충 기법을 배터리 압

에 맞게 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모터의 인덕턴스와 인

버터를 이용한 배터리 충  토폴로지에서 Buck PFC Type

의 충 기법을 용하여 기존의 충  방법과 비교 분석하

다. 제안한 충  방법은 모터의 인덕턴스가 입력 필터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작아도 기존 충 기법과는 다르

게 입력 류 리 이 커지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 효율, PF  THD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모터의 인덕턴스가 작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충

 기법을 배터리 압에 따라 용하여 향상된 충  성능

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모터의 인덕턴스가 작은 다기능 

인버터에는 제안한 충 기법을 독립으로 사용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충  기법을 병렬로 용하여 기존의 

충 기법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충  성능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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