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6, No. 4, pp. 733 739, 2017

http://doi.org/10.5370/KIEE.2017.66.4.733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73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철도차량 견인특성을 고려한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리플전류 저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pple Current Reduction of Interleav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for Traction Characteristic of Railway Vehicle 

이  환*ㆍ정 노 건*ㆍ김 재 문

(Hwan LeeㆍNo-Geon JungㆍJae-Moon Kim)

Abstract  Research on fuel cell system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ourc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n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railway vehicles that use direct current power generated by a fuel cell as an 

energy source. In this paper, a two-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has been proposed which can supply 

electric energy of a battery to a traction motor during powering and charge the battery with regenerative energy during 

braking. Therefore, the topology of the energy storage system applied to the railway vehicle was analyzed, and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by constructing the power conversion system by this topology. Experiments were also conducted through 

hardware design and fabric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and the validity of the hardware implementation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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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용량 철도차량에도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직류전원을 에너지원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연료전지는 부하변동에 대한 반응속도

가 느리므로 발전시 출력전압의 변동이 심하고, 부하 유무에 

따라 발전전압의 크기가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연료

전지의 수명을 향상하고 부하의 응답성을 개선하는 Hybrid 구

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은 단방향 발전시스템으로 회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양방향 배터리시스템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를 필요로 한다. 한편, 철도부하의 경우 시스

템의 전류가 크게 흐르기 때문에 소자보호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인터리브드 기법을 최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서 역행 시에 차량 내의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견인전동기로 인가하고 제동 시에 회생하는 에너

지를 배터리로 충전시킬 수 있는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철도차량에 적용된 에너

지 저장시스템 토폴로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를 

구성하였다.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된 토폴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그림 1은 2상 인터리브드 방식이 적용된 Half-bridge 타입의 

양방향 DC-DC 컨버터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에너지 저장매체

인 배터리단 전압 과 DC 링크 전압 의 크기 차이를 4

개의 전력용 스위칭 소자의 제어방식에 따라 Boost 모드와 Buck 

모드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양방향으로 전력전달이 가능하다

[2][3].

그림 1의 Boost 모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인덕터  , 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며, 이상적으로 매우 큰 출력 커패시터의 

사용으로 출력 리플전압은 무시한다. 4개의 전력용 스위칭 소자

는 이상적이며 전 출력범위에서 CCM (Current Continuous 

Mode)에서 동작한다.

전력이 배터리단 저전압 측에서 DC 링크단 고전압 측으로 전

달되는 Boost 모드로 동작할 경우에 단계별 회로는 스위치의 

On-Off 상태에 따라 2개의 모드로 나뉜다. 그림 2는 2상 인터리

브드 방식을 적용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Boost 모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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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Switch On

(b)  ,   Switch Off

그림 1 Boost 모드 단계별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boost mode

그림 2 Boost 모드 출력 파형

Fig. 2 Output waveform of boost mode

(a)  ,   Switch on

(b)  ,   Switch off

그림 3 Buck 모드 단계별 등가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of buck mode

시, 4개의 스위치 소자의 On, Off 동작에 따른 각 상의 스위치, 

다이오드, 인덕터 전류와 배터리의 리플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a)와 같이  ,   스위치가 On으로 동작할 경우 배터

리 측의 전기에너지는 인덕터에 축적된다. 이때 인덕터 에 흐

르는 전류 은 에서 까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는 에서 까지 아래의 식 (1)과 같은 기

울기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배터

리 전압과 같다.




  


 (1)

그림 1(b)와 같이 배터리 측의 에너지는 인덕터와  ,   스

위치의 역병렬 다이오드 과 를 통하여 부하로 전달된다. 이

때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은 에서 까지, 180°의 위상

차를 갖는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는 에서 까지 식 (2)

와 같은 기울기로 선형적으로 하강하게 된다. 이때 인덕터에 걸

리는 전압은 배터리 전압과 DC 링크단 전압의 차와 같다.




  

 
       (2)

한편 배터리 전류 는 그림 2에서 보듯이 각 상의 인덕터 

전류 과 의 합이다. 따라서 180° 위상차를 갖는 전류들이 

중첩되므로 리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림 3은 전력이 DC Link단 고전압 측에서 배터리단인 저전

압 측으로 전달되는 Buck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

림 4는 그림 3에서 보듯이 Buck 모드 동작 시, 4개의 전력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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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uck 모드 출력 파형

Fig. 4 Output waveform of buck mode

그림 5 단상,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력전류 

리플의 크기

Fig. 5 The magnitude of input current ripple on single 

phase, Two-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DC - DC 

converter

위칭 소자의 On, Off 동작에 따른 각 상의 스위치, 다이오드, 인

덕터 전류와 배터리 전류의 리플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3(a)와 같이  ,   스위치가 On으로 동작할 경우 부하

에서 발생된 회생 에너지는 스위치와 인덕터를 통하여 배터리 측

으로 전달된다. 이때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은 에서 

까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는 

에서 까지 식 (3)과 같은 기울기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인덕

터에 걸리는 전압은 DC-Link 전압과 배터리 전압의 차과 같다.




  

 
(3)

그림 3(b)와 같이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인덕터와 

 ,   스위치의 역병렬 다이오드 과 를 통하여 에너지 저

장매체인 배터리로 전달된다. 이때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은 에서 까지, 180°의 위상차를 갖는 인덕터 에 흐르는 전

류 는 에서 까지 식 (4)와 같은 기울기로 선형적으로 하

강하게 된다. 이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배터리 전압의 음의 

값과 같다.




  


(4)

한편 배터리 전류 는 그림 4에서 보듯이 각 상의 인덕터 

전류 과 의 합이다. 따라서 180° 위상차를 갖는 전류들이 

중첩되므로 리플 감소 효과를 보인다.

2.2 양방향 DC-DC 컨버터 입력 리플전류 분석

본 논문은 출력전압인 DC 링크단 전압이 일정할 경우 에너지 

저장매체인 배터리 전압의 변동에 따라 입력 리플전류를 분석하

였다. 그림 5는 그림 3에서 스위칭 소자  , 가 없고 과 

으로 구성된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와 2상 인터리브드 양방

향 DC-DC 컨버터의 듀티비 에 따른 입력전류에 대한 상대크

기를 보여준다.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력 리플전류에 

대한 수식은 식 (5)와 같다.

∆  


 (5)

여기서, ∆ 은 입력 리플전류, 는 출력전압, 는 주기, 은 

인덕터, 는 듀티비

한편 그림 3과 같은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입력 리플전류에 대한 수식은 듀티비 에 따라 2개의 구

간으로 나눈다. 0 ≤ D ≤ 0.5 구간에서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력 리플전류에 대한 수식은 식 (6)과 같고, 

0.5 ≤ D ≤ 1.0 구간에서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의 입력 리플전류에 대한 수식은 식 (7)과 같다.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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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C-Link 전압에 따른 싱크로너스 제어

Fig. 8 Synchronous control according to DC-Link voltage

구 분 모드 전환 제어 싱크로너스 제어

제어 방법
모드 절체 후 PWM 

듀티비 제어
PWM 듀티비 제어

특 징
히스테리시스제어가 

필요함

알고리즘 간단하며

속응성이 좋음

표 1 모드 전환 제어와 싱크로너스 제어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mode conversion and 

synchronous control

식 (5)~식 (7) 및 그림 5에서 보듯이 단상 양방향 DC-DC 컨

버터에 비해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력 리플 

전류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듀티비가 0.5인 경우가 입력전

류의 리플이 0에 근접한다[4].

2.3 싱크로너스 제어 알고리즘

그림 6은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싱크로너스 

제어 블록도이다. 전압제어형 전류제어방식을 적용하였으며 DC- 

Link 전압과 각 상의 인덕터 전류를 제어하는 2중 궤환형 제어방

법이다. 기준전압에 대해 DC-Link 단의 실제 전압과의 오차를 계

산하여 기준전류 지령을 하고 각상의 인덕터 전류와의 차로 PWM 

펄스폭을 조절하여 그림 6의 스위치 을 동작시킨다. 스위치 

과 스위치 은 상보적인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지며 이때 한쪽 스

위치의 Turn-Off가 보장되는 일정시간 Dead time을 적용 후에 다

른 쪽 스위치를 Turn-On하도록 제어한다. 다른 상의 경우 360°/N

상의 위상차를 갖도록 동작시킨다. 싱크로너스 제어는 PWM제어에 

의해 듀티비를 가변하여 원하는 출력값을 얻는 제어방법이다.

그림 6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싱크로너스 제

어 블록도

Fig. 6 Synchronous control block diagram of two-phase 

interleaved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그림 7 DC-Link 전압에 따른 모드 전환 제어

Fig. 7 Mode conversion control according to DC-Link 

voltage

그림 7은 DC-Link 전압에 따른 양방향 DC-DC 컨버터의 모

드전환제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양방향 DC-DC 컨버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어이다. 철도차량이 기동 및 역행 시 견인전동기

가 회전하기 위해 인버터가 동작되거나 제동 시 회생에너지가 발

생될 경우 변동하는 부하에 따라 양방향 DC-DC 컨버터가 

DC-Link 기준전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Buck 모드 또는 Boost 

모드를 선택하여 동작하여야 한다. 이때 기준전압을 두고 수시로 

모드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폭을 두고 동작모드를 

절체하게 된다. Upper Level과 Lower Level의 차이가 히스테리

시스의 폭으로써 Upper Level 보다 크면 Buck 모드로 동작하며 

Lower Level 보다 작으면 Boost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이처럼 

직류 링크단 전압 레벨이 Lower Level <   < Upper 

Level인 영역에서 Buck과 Boost 모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5][6].

그림 8은 DC-Link 전압에 따른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싱

크로너스 제어를 보여준다. 변동하는 부하에 따라 양방향 DC-DC 

컨버터가 DC-Link 기준전압을 출력하기 위해서 PWM 제어에 의

해 발생된 듀티비를 조절하여 원하는 기준전압을 맞추게 된다. 

표 1은 모드전환제어와 싱크로너스 제어를 비교한 표이다. 싱크

로너스 제어는 모드 절체 및 히스테리시스 제어가 필요하지 않

으며 Buck과 Boost 모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도 발생되지 않

는다.

3. 실  험

그림 9는 철도차량 견인특성을 고려한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하드웨어이다. 하드웨어는 배터리, 인터리브드 양

방향 DC-DC 컨버터, 인버터, 축소형 견인전동기 및 제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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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철도차량 견인특성을 고려한 축소형 양방향 DC-DC 컨

버터

Fig. 9 Prototype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considering

railway vehicle traction characteristics

(a)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

(b)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그림 10 무부하에서 컨버터의 입/출력전압과 입력 전류

Fig. 10 Input/output voltage and input current of the 

converter at no-load (X축 : 120[μs]/div., 입력/출력

전압 Y축 : 100[V]/div., 입력전류 Y축 : 5[A]/div.)

그림 11 무부하에서  , 의 PWM과 인덕터 전류

Fig. 11 PWM and inductor current at no-load(X축 : 120[μs] 

/div., PWM Y축 : 5[V]/div., 인덕터 전류 Y축 : 5[A]/ 

div.)

(a)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력/출력전압 및 입력전류

(b)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 입/출력전압 및 

인덕터 전류

그림 12 저항부하 380[ ]을 연결한 양방향 컨버터 파형

Fig. 12 Waveform of bi-directional converter connected 

with resistive load 380 [Ω] (X축 : 120[μs]/div., 입력/

출력전압 Y축 : 100[V]/div., 입력전류 Y축 : 5[A]/div.)

성되어 있다. 역행 시 배터리에서 나온 전압을 인터리브드 양방

향 DC-DC 컨버터로 승압하고 이를 인버터를 통해 축소형 견인

전동기를 구동한다. 또한 회생 시 직류 링크단 전압을 인터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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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반적인 철도차량의 견인특성 곡선

Fig. 13 General traction characteristic curve of railway 

vehicle

(a) 기준 속도 및 실제 속도 

(X축 : 2[s]/div., 속도 Y축 : 200[rpm]/div.)

(b) 역행 시 의 PWM

(c) 회생 시 의 PWM

(X축 : 100[μs]/div., PWM Y축 : 5[V]/div.)

그림 14 역행/회생 동작 시 양방향 DC-DC 컨버터 PWM

Fig. 14 PWM of bidirectional DC-DC converter during 

powering / regenerative operation

드 양방향 DC-DC 컨버터로 강압하고 배터리로 충전하는 시스템

이다.

그림 10은 무부하 상태에서 배터리 출력전압 120[V]를 받아 

380[V]까지 승압할 경우의 단상 및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컨버

터 전류파형을 보여준다. 

인덕터 전류는 0[A]을 기준으로 그림 10(a)의 경우 –4[A]~ 

4[A] 범위 내에서 흐르고 있으며 그림 10(b)의 경우 –2[A]~ 

2[A] 범위 내에서 충/방전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단상에 비해서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입

력 리플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는 그림 

10(b)에서 스위치  , 의 PWM 동작시 각 상의 인덕터 전류를 

나타낸 파형이다. 

그림 12는 저항부하 380[Ω]을 인가했을 때 배터리 120[V]를 

받아 380[V]까지 승압한 파형이다.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

의 경우 입력전류가 0[A]~8[A] 범위내에서 흐르고 있으며 리플

전류가 8[A]정도의 변동폭을 갖고 연속모드에서 동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경우 

입력전류가 1[A]~5.5[A] 범위내에서 흐르고 있으면 리플전류가 

4.5[A]정도의 변동폭을 갖고 연속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다. 무부

하인 경우와 같이 그림 12(a)와 그림 12(b)를 비교하면 리플전류

는 2상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가 단상 양방향 

DC-DC 컨버터에 비해 55[%]정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일반적인 철도차량의 견인특성 곡선으로 역행영역, 

타행영역, 제동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철도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램프함수 형태의 기울기로 속도가 증

가하게 된다. 이후 철도차량이 주행 중 최고속도에 도달한 후 타

력으로 주행하다가 정차역에 가까워지면서 차츰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을 하게 된다.

그림 14는 축소형 견인전동기의 기준 속도를 0 → 400 → 10 

→ 0[rpm]으로 변화시킬 때 역행 시와 회생 시 양방항 DC-DC 

컨버터 스위치 의 PWM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14(a)는 철도차량의 견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역행영

역, 타행영역, 제동영역 제어를 구현하였다. 철도차량의 운전곡선

과 다르게 직선으로 가/감속을 하는 것은 축소형 견인전동기의 

부하 관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림 14(b)는 역행 시의 스위

치 의 동작파형을 나타낸다. 이때 스위치 의 듀티비는 약 

0.7 정도의 크기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c)는 

회생제동 시 양뱡항 DC-DC 컨버터의 스위치 의 동작파형을 

나타낸다. 스위치 의 듀티비를 감소시켜 배터리단에 회생에너

지를 충전시킨다. 이때 스위치 의 듀티비는 0.7보다 작은 값으

로 제어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 견인특성을 고려한 인터리브드 양방

향 DC-DC 컨버터의 리플전류 저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축소형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싱크로너스 제어는 모드 절체 및 히스테리시스 제어가 필

요하지 않으며 Buck과 Boost 모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도 발

생되지 않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2) 단상의 경우에 비해 2상 인터리브드 컨버터인 경우 입력 

리플전류가 55[%]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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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차량 견인특성을 반영하여 유도전동기 기준속도를 0 

→ 400 → 0[rpm]으로 변화시킬 때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제어 동작분석결과 역행동작 시 듀티비가 0.7 정도로 

제어되며 회생동작 시 듀티비가 0.7보다 작은 값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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