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내연기관을 이용한 이동 수단의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 되면서, 전기 자전거 및 전기 보드와 같이 소형 전기 자
동차로 분류되는 E-Mo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
지만, 대중화되어 있는 EV 충전소와 달리, E-Mobile 충전 시
스템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양의 충전전압 요건을 충족하는 충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높
은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 멀티 레벨 충전 시스템을 설계한다.
또한, 제안하는 충전 시스템의 PSIM 시뮬레이션 및 프로토타
입을 제작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1. 서 론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소형 전
기 자동차의 보급 및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EV 충전소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방면,
E-Mobile 충전 시스템은 수요에 대비 지원이 부족하다[1]. 그로
인해, 개인 전용 충전 기기를 휴대하여 필요시 충전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용전원에 구동되는 소형 외장형 어댑터 방식의
E-Mobile용 충전 시스템은 전기기기 안전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부피 및 무게로 인한 휴대가 불편하다. 따라서, 중·소형
E-mobile 기기의 충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2].
충전 시스템 구축 시 E-mobile 제조사에 따라 장비의 정격

충전 전압 영역이 12-60[V]로써 상이하므로, 넓은 범용성을 가
지는 출력 전압 영역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E-mobile 장비
를 충전하기 위해 모든 충전 영역 범위에서 배터리가 요구하는
전류 리플률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전 가능한 모든 전
압 범위에서 요구되는 충전 전류의 리플률을 만족하기 위해 새
로운 충전 토폴로지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충전
시스템의 타당성 검증하기 위해 PSI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멀티 레벨 DC/DC 컨버터
전기기기 안전규격에 따르면, 소형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스

템의 정격 충전 전압을 60[V]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범용성을 만족하여 E-Mobile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60[V] 이상의 출력 전압 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그림 1  모드에 따른 DC/DC 컨버터 동작 상태

Fig. 1  The operation of the DC/DC converter according 

to the mode.

Q1 Q2 Q3 Vmid
Mode#1 0 0 0 0
Mode#2 1 0 0 V1
Mode#3 1 1 0 V1 + V2
Mode#4 1 1 1 V1 + V2 + V3

표    1  모드에 따른 스위치 동작 상태

Table 1  The operation of the switch according to the mode.

충전 시스템의 출력 전압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각 스위칭
소자의 Turn-On/Off 상태에 따라, 표 1과 같이 영 전압에서부
터 각 컨버터에 인가되는 입력전압의 합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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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

그림 2  시뮬레이션 회로도

Fig. 2  Simulation circuit diagram.

그림 3  Buck-Converter 동작 특성

Fig. 3  Buck-Converter Operation Characteristics

그림 4  Multi-Level Converter 동작 특성

Fig. 4  Multi-Level Converter Operation Characteristics

그림 3, 4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기존 Buck-Converter
대비 제안하는 Multi-Level Converter가 PWM 전압(Vmid), 인
덕터 전류(IL) 및 출력 전압(Vout)의 리플이 크게 경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력 전압 크기가 가변되는 지점에서 전압과
전류의 리플이 영(zero)이 됨을 알 수 있다.

2.3 실험

그림 5  Multi-Level converter 결과 파형

Fig. 5  Multi-Level converter operation waveform

그림 5는 출력 전압 지령 값을 0-60[V] 가변 시, 제안하는
Multi-Level Converter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4의
PSIM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과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전류 리플이 높은 폭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 Buck-Converter에서 전류 리플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0.5 Duty 구간에서 약 6배 이상으로 리플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ulti-Level Converter의 출력 전압 크기가
가변되는 지점에서 전류 리플이 영(zero)이 됨을 알 수 있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보급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는 소형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Multi-Level Converter를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Multi-Level Converter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적용하였다. 이때, 다양한 사양의 배
터리 충전 전압을 만족하기 위해, 입력 전압을 분배함으로써
넓은 출력 전압 범위를 충족하였다. 또한, 다양한 E-Mobile 장
비의 전류 리플 및 전압 리플의 안전규격을 만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속되는 Multi-Level Converter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Converter에 인가되는 입력 전압이 감소하게 되므로,
낮은 전압 사양의 반도체 소자를 통해 회로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착수 에너지 거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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