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운송업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물건들을 분류하는 방식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크로스벨트
소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물건이 카트 위에서 이동하다
가 원하는 위치에서 출하는 하는 방식이다. 현재 Bus bar와
collector의 접촉을 이용해 출하 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유지와 관리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Bus bar와 collector를 사용하지 않고, 카트에
서 직접 물건 출하 시 필요한 전력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언급
한다. 기존 배터리의 사용 대신, 온도와 수명, 전류방전에 이점
을 가진 슈퍼캐패시터를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슈퍼캐
패시터의 충전과 출력이 높은 상황에서 슈퍼캐패시터가 전력을
보상해주는 동작을 검증한다.

1. 서론

최근 배달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운
송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운송업은 물건을 원하는 장소에
배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을 하는 것이 운송업체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들을 모아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원하는 위치로 분류해주는 휠소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크로스벨
트 소터라는 방법이다.
크로스벨트 소터의 운영 방식은 물건을 실은 카트가 이동하

다가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출하해주는 방식이다. 물건을 출
하할 때 높은 전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전력은 Bus bar라는
전원 공급 장치와 카트에 달린 collector라는 곳이 접촉하여 카
트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Bust bar와 collector가 접촉하면서 서로 간에 마모가 생긴

다는 점이다. 이는 카트가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의 유지 관리
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마모된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
한, Bus bar의 전력을 물류센터의 3상 전원 정류를 통해 가져
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존 크로스벨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Bus bar와 collector의 사용 대신, 카트에 발전기를 부착해

생성되는 전원과 배터리를 통한 반영구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며 효율이 별로 높지 못하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온도가 낮은 냉동창고에서 사용이 불
가하며, 사용하면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
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터리를 슈퍼캐패시
터로 대체해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슈퍼캐패시터는 온도에 덜
민감하여 냉동창고와 같은 낮은 온도에도 높은 효율을 갖게 되
고, 전류방전이 빨라 같은 전력을 낮은 전압에서 구현할 수 있
다. 또한, 충·방전 횟수에도 배터리보다 높은 이점을 갖는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슈퍼캐패시터 충전에 필요한 CCCV

DC/DC 컨버터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추가적인 주
변 회로,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 회로의 타당성을
보인다.

2. 입출력 슈퍼캐패시터를 갖는 회로

2.1 입력 캐패시터를 갖는 BuckConverter
발전기의 전원을 정류하여 BuckConverter를 통해 전압 강하

를 시켜주어 입력 슈퍼 캐패시터를 충전하게 된다. 이는 발전
기의 낮은 전력량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종 출력에서 순간
높은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입력에서도 높은 전
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발전기로 정류된 전력을
미리 슈퍼캐패시터에 충전시켜주는 것이다.
슈퍼캐패시터는 높은 전류가 갑자기 들어가지 않게,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시켜주고, 슈퍼캐패시터에 전압이 다 충전되었
을 때 전류가 더 이상 주입되지 않게 CCCV(Constant Current
Constant Voltage)제어를 해야 한다. 먼저 BuckConverter
low-side inductor 앞단에서 전류를 센싱해 전류를 제어해 주
고, BuckConverter출력 전압을 센싱해 전압을 제어해 준다.
카트 하나당 발전기가 두 개씩 장착될 수 있어 총 2개의

BuckConverter로 한 개의 입력 슈퍼캐패시터를 충전해준다. 같
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더라도 두 개의 BuckConverter의 출력에
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슈퍼캐패시터에 전압
이 다 충전됐을 때 전압 차이에 의해 전류가 역으로 흘러 회로
가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각 BcukConverter의 출력에 다이오
드를 추가하여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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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력 슈퍼캐패시터 충전을 위한 BuckConverter

Fig. 1  BuckConverter For Charging Input Super-Capacitor

2.1 출력 캐패시터를 갖는 BoostConverter
컨베이어벨트에서 움직이는 카트에서 물건이 출하할 때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단순히 발전기 전력 가지고는 충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2와 같이 대기 상태, 즉 물건 출하 전
에 발생하는 전력으로 미리 출력 슈퍼캐패시터를 충전해준 뒤
물건 출하 시 부족한 전력을 슈퍼캐패시터를 통해 보상해준다.
출력 슈퍼캐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전류로 충전되고

충전이 다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여 전압이 더 올라
가지 않게 CCCV제어를 해야 한다. Boostconverter의
high-side Inductor 앞단에 전류를 센싱해 전류를 제어하고,
BoostConverter의 출력 전압을 센싱해 전압을 제어한다.
슈퍼캐패시터의 전류방전이 더 좋으므로 배터리 사용 대신

슈퍼캐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출력 전압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회로는 높은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 Modified BoostConverter
를 설계하였다면, 제안 회로는 일반적인 BoostConverter의 사
용만으로도 전압을 생성해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회로 크기와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림 2  출력 슈퍼캐패시터 충전을 위한 BoostConverter

Fig. 2  BoostConverter For Charging Output 

Super-Capacitor

3. 추가적인 기능 및 주변 회로

배터리에는 자체적으로 BMS 기능이 있지만 슈퍼캐패시터에
는 따로 프로텍션 기능이 없어 micom을 이용해 protection 기
능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추가적인 주변 회로에 관해 설명한
다.

3.1 슈퍼캐패시터 전압 프로텍션
출력 슈퍼캐패시터의 최대 전압의 80%가 충전되면 각

Converter의 스위칭을 중지시켜 전압이 더 차지 않게 하였다.
또한, 전압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슈커패패시터의 출력을 차
단해 슈퍼캐패시터가 완전히 방전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했
다. 전압이 한번 20% 이하로 떨어진 슈퍼 캐패시터는 50% 이

상 충전이 됐을 때 출력을 허용한다. 이는 모두 Mi-com을 통
해 제어된다.

3.2 대기전력 차단
발전기가 멈추어도 슈퍼캐패시터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계속 구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 전류를 소모하게 된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기에 Sorter 회로와 Boostconverter 출
력단에 P-MOSFET을 추가해 주었다. 발전기 운행 여부를 판
단해 발전기가 운행한 뒤 5초 후에 각 컨버터는 스위칭을 시작
하고, 발전기의 운행이 멈추면 P-MOSFET을 Off 시켜 대기
전류 소모를 막았다.

4. Simulation

Input Voltage
(BuckConverter input voltage)

48V

Input Super-Capacitor Voltage
(BuckConverter output voltage &
Boostconverter input voltage)

24V

Output Super-Capacitor voltage
(BoostConverter output voltage)

48V

BuckConverter current limit 5A

BoostConverter current limit 30A

Load Condition

Number of loads 5

Operating time of each load 0.3s

interval between each load 0.1s

Watts of loads 700~1,000W

표    1  Simulation 설계 사양 및 회로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Design Specifications And Circuit 

Parameters

4.1 Simulation Circuit

그림 3  Simulation 회로

Fig. 3  Simulation Circuit

Simulation 회로는 그림 3과 같이 발전기 두 대를 사용해
입력 슈퍼캐패시터를 충전해주고 그 전압을 입력으로 하여
BoostConverter를 통해 출력 전압을 만들어 주었다. 부하는
700~100W의 총 5개를 사용하여 BoostConverter의 입력 전력
이 부족할 때 출력 슈퍼캐패시터의 전력을 이용해 부족한 전력
을 보상해주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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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uper-Capacitor Charging
입력 슈퍼캐패시터와 출력 캐패시터가 정해준 전류와 전압

으로 제어가 되면서 충전이 되는지 확인한다.

그림 4  입력 슈퍼캐패시터 충전 파형

Fig. 4  Input SuperCapacitor Charging Waveform

그림 5  출력 슈퍼캐패시터 충전 파형

Fig. 5  Output SuperCapacitor Charging Waveform

그림 4와 그림5와 같이 입력 슈퍼캐패시터는 10A로 24V까
지 충전이 되고, 출력 슈퍼캐패시터는 30A로 48V까지 충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Load Condition
부하는 각각 0.03초씩 0.01초 간격으로 발생한다. 부하가 생

길 때 부하에 원하는 전력이 공급되는지와 입/출력 슈퍼캐패시
터의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한다.

그림 6  동작 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

Fig. 6  Power Supplied To The Load During Operation

그림 5를 통해 입력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하에는 원하
는 전력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동작 시 입/출력 슈퍼캐패시터의 전압, 전류 파형

Fig. 7  Voltage & Current Waveform Of The Input/Output 

Super-Capacitor During Operation

그림 7을 보면, 부하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때마다 입/출
력 슈퍼캐패시터에 전압이 낮아지고, 전류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부하 상태일 때는 다시 전류가 들어와 전압
이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방전 상태에 따라 전류값이
다르게 이지만, 제어한 값 이내에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위해 물건을 출하할 때,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이를 외부 전원에서 받아 사
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카트에 발전기를 달아 자체적으
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냉동창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에서도 구동할 수 있게 배터리 대신 슈퍼캐패시터를 이용해 회
로를 구현하였다. 슈퍼캐패시터가 일정한 전류로 충전이 되고,
입력 전력이 부족한 순간에 슈퍼캐패시터에서 전력을 공급해
부하에 필요한 전력이 전달되는 것을 Simulation을 통해 동작
검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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