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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of optimal resonant frequency design with full-bridge

series-loaded resonant dc-dc converter in a high efficiency 3.3 kW on-board battery charger application for

Electric Vehicles and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The optimal range of resonant frequency and switching

frequency used for ZVS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rade-off between loss of switching devices and

resonant network with size of passive/magnetic devices. In addition, it is defined charging region of battery, the

load of on-board charger, as the area of load by deliberating the characteristic of resonant. It is verified the

designed frequency band by reflecting the defined area on resonan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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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s, EVs) 및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s)에 사용되는 탑재형 배터리 충전기 (On-Board

Battery Charger, OBC) 는 차량에 내장되므로 일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소형, 경량으로 제작되어

야 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의 급유기를 대신하기 때문

에 충전기의 효율은 연비와 직접 관계된다. 따라서 OBC

의 고효율 및 고 전력밀도 달성을 위하여 고주파 스위

칭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부하직렬공진형 컨버터 (Series-Loaded Resonant

DC-DC Converter, SRC) 와 같은 공진형 컨버터 토폴

로지를 이용한 영전압 스위칭 (Zero Voltage Switching,

ZVS) 기법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1-3]
.

공진형 컨버터는 공진주파수와 공진 네트워크 (Lr, Cr)

의 설계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며, 시스템 사양과 함께

고려하면 적절한 스위칭 주파수의 범위가 결정된다. 스

위칭 주파수의 증가는 자성소자와 수동소자의 손실을

저감하고 체적 및 무게를 감소시키지만, 필연적으로 반

도체 소자의 스위칭 손실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반대로

스위칭 주파수가 감소하면 반도체 소자의 손실은 감소

하지만, 자성소자와 수동소자의 체적 및 무게 증가는 피

할 수 없다. 따라서 OBC 설계는 반도체 스위칭 소자와

자성소자 및 수동소자 간의 손실 및 사이즈의 트레이드

오프를 따져 이루어져야 한다
[2-3]
.

하지만, 기존의 문헌 및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파수의

설계는 실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험적 추론에 의존

하여 수행되어 EVs의 OBC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존재한다
[4-6]
. 특히 SRC의 출력범위는 OBC에서 배터

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파수 제어를 통해 만족해야하

는 출력의 가변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배터리의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뢰도 역시 중요하므로, OBC에

적용된 SRC로 특화된 주파수 설계방법이 요구된다[2-3].

본 논문에서는 OBC에 적용된 풀-브리지 구조의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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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SRC가 적용된 3.3kW급 OBC 회로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of 3.3kW battery charger adopted SRC

에 대하여 공진주파수와 시스템의 부피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공진 인덕터 (Lr) 을 주파수 별로 선정한다. 또

한 각각의 값에 따른 자속밀도변화량 및 손실을 고려하

여 다양한 사이즈의 적용 가능한 코어 (페라이트 PL-7

계열 ; EE320, EE118, EE7066C, EE7066, EE6565, EE80,

PQ5050) 로 설계한다. 설계한 인덕터로 주파수에 따른

코어의 부피 (Ve) 변화와 손실을 구한다. 각각의 조건에

서 설계한 인덕터에 해당하는 공진 커패시터 (Cr) 를 구

성하여 공진 네트워크 손실 및 사이즈의 변화를 제시한

다. 또한 동일한 주파수 변화에 따라 OBC에 적용된 반

도체 스위치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손실을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OBC의 충전영역에 최적화된 공

진 주파수를 설계하고, 계산한 손실 및 사이즈 변화를

통하여 설계 영역을 검증 및 분석한다.

2. 공진네트워크 설계 및 구성

2.1 시스템 구성
[3]

3.3kW급 OBC의 구성은 그림 1에서 보인바와 같이

EMI 필터, 다이오드 정류기, 부스트 컨버터 타입의 역

률보상회로 및 풀-브리지 형 SRC로 구성되어 있다. 구

성된 시스템에 적용된 SRC의 주요 입출력 사양은 표 1

과 같다. 또한 SRC에 적용된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목

록은 표 2와 같다.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Pout 3.3 [kW] Vripple 25 [Vpp]

Vin 380 [Vdc] Iripple < 10 [%]

Iin 8.95[Adc] tdead 10 [%]

Vout 240-400 [Vdc] N1:N2 (NT) 19:26 (1.368)

Iout,max 12 [Adc]

    표    1  SRC의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 of SRC

Devices Part No. Rate Number

MOSFET SPW47N60C3 650V/47A 4 EA

Diode DSEI60-06A 600V/37A 4 EA

 표    2  적용된 반도체 스위칭 소자

Table 2 Applied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s

2.2 SRC의 특성

SRC는 공진 네트워크 Lr, Cr과 교류 등가저항 (Rac)

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된다. 공진 네트워크에 흐

르는 전류는 실제 회로에서는 변압기로 2차 측에 넘겨

져 출력 단에 있는 부하저항 (RL)로 흐르는 구조로 그

림 2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SRC의 입출력 게인은 Lr과

Cr의 전압분배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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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회로의 입출력 관계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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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진 네트워크의 입력은 풀-브리지 DC-DC 컨

버터를 통해 데드타임 (tdead) 을 가지며 쵸핑되고, 흐르

는 전류는 실제 회로에서 NT의 turn ratio를 가진 변압

기로 2차 측에 넘겨져 출력의 부하로 흐른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입출력 전달함수는 식 (4)와 같고, 이때 교류

등가저항 및 Q-factor를 재 정의하면 식 (5)와 식(6)으

로 표현된다
[3],[7-8]

.

0

0

(( ) / )

1

out T on dead on
gain

in

V N t t tV
V

jQ ww
w w

-
= =

é ù
+ -ê ú

ë û (4)

2 2
8 L

ac
T

RR
Np

= ×
(5)

2 2
/

8 /
r r

L T

L C
Q

R Np
=

(6)

식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출력전압은 스위칭 주파수

와 부하조건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부하인 배터리의 경

우 그 물리적 임피던스가 매우 낮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부하의 크기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9]. 그러므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 정전류-정전압 (CC-CV) 충전기법과 표 1에서

제시한 출력의 가변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부

하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식 (4)에서 제시한 관계

를 통하면 그림 4와 같이 공진주파수 대비 스위칭 주파

수의 변동에 따른 부하 영역으로 표현한다.

2.3 공진 네트워크 설계

공진주파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RC의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정확한 손실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따

른다. 그러므로 공진주파수의 최적 범위를 구하기 위해,

손실이 최대가 되는 지점, 그림 3의 점 A에서의 Q =

3.89와 RL = 20Ω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수행한

다. 또한 적합한 설계를 위하여 시스템 부피와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Lr을 5uH부터 1000uH까지 5uH 단위

로 증가시키며, 10kHz에서 200kHz까지 가변되는 주파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Cr을 구하여 다

양한 조합의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

Lr 및 Cr의 조합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각각의 주파수별

특성 식 (7)로 표현되는 임피던스 (ZC) 와 식 (8)로 표현

되는 Q의 관계를 통해 얻은 값에서, 고정된 Q에 가장

근접한 Lr, Cr의 변화는 그림 5와 표 3과 같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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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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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

Lr
[uH]

Cr
[nF]

10 540 469 80 65 61 150 35 32

20 270 235 90 60 52 160 35 28

30 180 156 100 55 46 170 30 29

40 135 117 110 50 42 180 30 26

50 110 92 120 45 39 190 30 23

60 90 78 130 40 37 200 25 25

70 75 69 140 40 32

표    3  가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공진 파라미터 변화
Table 3 Changing parameters of resonant network in

frequenc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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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인덕터는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코어 특성 및

손실을 고려하여 PM7계열의 페라이트 코어로 설계한다.

각각의 주파수에 가용 가능한 코어는 식 (9)로 표현되는

ΔB/2 값이 포화되는 자속밀도범위 ΔBsat=0.4T 에서 마

진을 감안한 0.3T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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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분석을 수행할 주파수 영역에 대하여 설계

를 위하여 적용된 다양한 코어들의 자속밀도 변화량 Δ

B/2 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각각의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 경계인 0.3T 이하가 되는 선정 가능한 코어를 보

여준다. 계산된 정보들을 토대로 이미 그림 5와 표 3에

서 보인 각각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인덕터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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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A B C D E F G

Ve
[cm3]

1145 454.5 147.1 104.7 78.7 68.3 37.2

  표    4  적용된 코어의 부피
Table 4 Volume Information of Applied Core

이 과정을 통해 자속밀도 변화량 및 코어의 손실을

계산하고, 그 결과 주파수 영역에 따른 적절한 코어를

그림 7과 같이 찾을 수 있고, 사용된 코어의 부피는 표

4에서 보인바와 같다.

인덕터의 권선은 고주파수 영역 대에서 표피효과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Litz Wire를 사용하기로

한다. 공진 인덕터의 전류에 마진율을 고려하여 최대 전

류를 선정하고 이를 스퀘어 단위로 환산 (3∼4A/sq)한

다. 환산한 스퀘어 값을 1선당 단면적을 고려하여 리츠

선의 수를 식 (10)과 같이 구성한다.

2 1000
sqn

rp
=

´ (10)

고주파 변압기의 설계는 19:26의 턴 수를 갖도록 권선

수 설계하고, 그 외 나머지 과정은 공진 인덕터와 동일

한 과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식 (11)을 통해서

고주파 변압기의 창 면적 및 갭을 설계한다[10].

1.314 1.31
410 11.1 [ ]

420  2
in in

p W E
t u p t t

P PA A A cm
k k k B f k Bf

æ ö
= = =ç ÷ç ÷D Dè ø (11)

 : transformer frequencytf
, , 1 : topology factort in dc p rmsk I I= =
' 0.4 : window utilization factoru W Wk A A= =

' 0.41 : primary area factorp p Wk A A= =
0.165t u pk k k k= =

실제의 변압기의 모델은 이상적인 변압기와 달리 자

화 인덕턴스 (Lm) 및 누설 인덕턴스 (Llk) 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m은 Lr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므로

Lm과 Cr에 의해 나타나는 공진 주파수가 매우 낮아

Lr-Cr의 공진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려치 아니한다. 하지만 Llk는 제작 후 측

정된 수치에 맞춰 초기 공진 인덕터의 권선 수 재 조정

을 통하여, 공진 인덕턴스가 변압기의 누설분을 포함하

여 Lr,new = Llk + Lr와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Product Width Length Height Volume/EA

FKP1 0.7[cm] 2.65[cm] 1.65[cm] 3.06 [cm3]

표    5  기준 필름 커패시터 제품의 외장정보
Table 5 Dimensional Information of Referenc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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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커패시터로는 고주파 특성이 좋은 필름 커패시

터를 선정하고, 이를 앞서 구성한 각각의 커패시턴스에

맞게 구성한다. 또한 공진 네트워크 사이즈 및 손실 변

화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이기 위해 기준 제품으로

FKP1를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주요 외장 정보는 표 5

에서 보인바와 같다[11].

3. 손실계산을 통한 공진주파수 설계

3.1 공진네트워크의 손실

공진 네트워크의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에

따른 코어 선정을 토대로 공진 파라미터 조합의 전기적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에서 보인 등가회로에서

전압분배 및 식(8)에 보인 Q에 관계를 이용하여, 식

(12)로 표현되는 공진 인덕터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 과

식 (13)으로 나타나는 인덕터 전류의 피크 값을 계산한

다. 계산한 값들은 자기적 성질을 반영한 손실의 계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

L inV V Q= ´ (12)

,max

,

4o

T
r peak

ac

V
NI
R

p
×

=
(13)

일반적인 방식을 통하여 구해진 인덕터 권선의 턴 수

를 이용하여 에어 갭의 최대치와 프린징 자속을 식 (14)

과 식 (15)의 과정을 통해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식

(16)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인덕터의 자기적 성질과 마진

을 고려한 최종 턴 수를 결정한다[10].

20.4 L e e
g

m

N A ll
L

p
m

æ ö æ ö
= -ç ÷ ç ÷ç ÷ è øè ø (14)

1 lng L

ge

l MLT NF
lA

æ ö´
= +ç ÷ç ÷
è ø (15)

0.4
g

e

l L
N

A Fp
=

(16)

여기서 NL은 턴 수, Ae는 유효 단면적, μm은 투자율,

MLT는 턴 당 평균길이 그리고 lg는 갭의 최소값이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자기적 성질을 반영한 인덕턴

스의 보정 값을 식 (17)를 통해 결정한다
[10]
.

2
0'
2

e
r

g

N AL
l

m
=

(17)

각각의 설계된 공진 인덕터의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동손 및 철손이 반영된 인덕터의 총 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동손은 턴 당 평균 권선 길이, 구리의 도전율,

그림 8  페라이트 코어의 단위 부피당 손실 그래프
[12]

Fig. 8 Core Loss Curve of Ferrite Core per
Volume

리츠선의 가닥수 및 총 단면적을 고려한 직류저항과 표

피효과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교류저항에 의하여 발

생한다. 이 때 리츠선의 표피효과는 식 (18)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주파수 영역 내에서 1% 미만으

로 그 영향이 미비하므로 고려치 않기로 한다.

75skin depth ( )
swf

d =
(18)

철손은 자속밀도 변화 및 주파수의 식으로 표현되는

Steinmetz 방정식 및 Watts-per-kilogra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0]
. 하지만 상수 결정이 난해하여

코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의 ΔB에 따른

단위 부피당 손실 그래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3],[12].

공진 커패시터는 앞서 선정한 레퍼런스 제품과 같이

일반적으로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필름 커패시터가 사

용된다. 필름 커패시터의 손실은 유전체에서 발생되는

손실과 등가 직렬저항 (ESR) 에 의한 손실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식 (19)와 같이 정의된다[11].

2
2

,tan
2
L

Cr sw r r rms s
VP f C I Rp dDæ ö= +ç ÷

è ø (19)

3.2 스위칭 소자의 손실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손실을 계산하기에 앞서 ZVS

의 영향에 의한 전류 지연 및 크기변화에 대하여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공진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지연각 θ만

큼 전류 지연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해 턴-온 손실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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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Hz]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Psw[W] 67.8 69.6 71.4 73.2 75.0 76.8 78.6 80.4 82.2 84.0 85.8 87.6 89.4 91.2 93.0 94.8 96.6 98.4

PLr[W] 1269 470.7 127.9 118.8 77.7 67.8 44.4 39.4 35.2 30.9 26.7 25.8 13.5 12.8 11.6 8.5 6.9 4.9

ΔB[T] 0.267 0.296 0.292 0.269 0.299 0.281 0.298 0.281 0.267 0.258 0.253 0.282 0.282 0.281 0.275 0.269 0.265 0.255

Ve[cm
3] 1154 454.5 147.1 147.1 104.7 104.7 78.7 78.7 78.7 78.7 78.7 68.3 37.2 37.2 37.2 37.2 37.2 37.2

PCr[W] 39.1 29.4 24.9 19.6 15.9 14.1 13.0 12.1 11.3 9.5 9.0 8.4 7.7 8.2 6.0 6.3 6.7 5.1

VC[cm
3] 14.69 11.02 9.18 7.34 6.12 5.51 4.90 4.59 4.28 3.67 3.37 3.37 3.06 3.06 2.45 2.45 2.45 2.14

                        표    6  주파수 영역에서 손실 및 부피의 변화
Table 6 Loss and Volume Variation in Frequency Domain

시할 수 있을 만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스위칭

소자들은 오프 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스위칭 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림 9에서 보인 위상각에 따른 오

프-전류의 영향을 식 (20) 및 식 (21)과 같이 계산하여

고려해야 한다.

1tan L C

ac

X X
R

q - -
=

(20)

, sin( )off r pkI I p q= ´ - (21)

일반적으로 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도통 손실

과 스위칭 손실의 합으로 표현된다. 도통손실은 식 (22)

와 같이 턴-온 시간동안의 순방향 전압과 도통 전류의

곱으로 나타난다.

,
1 ( ) ( )

off

on

t
cond diode F F

t
P v t i t dt

T
= ò (22)

θ

π-θ t

-VL

Ir,pk

Ir,pksin(π-θ)

π 2π 3π
0

+VL

그림 9  턴-오프 전류에서의 ZVS의 영향
Fig. 9 Effect of ZVS in Turn-Off Current

다이오드의 스위칭 손실은 온 상태에서 턴-오프 상태

로 바뀔 때, 역회복 특성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식 (23)

과 같이 표현된다.

( )
, 2 2

f off rm a out rm f b
sw diode sw

V I t V I t t
P f

´ ´ ´ ´ ´æ ö
= + ´ç ÷
è ø (23)

MOSFET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스위칭 손실, 도통손

실과 출력 기생 커패시터에 의한 손실로 나뉘어진다.

도통손실은 내부저항에 의해 온 구간동안에 발생한다.

2
, ( )

on dead
cond FET off ds on

s

t tP I R
T
-

= ´ ´
(24)

기생 커패시터 충전에 의한 손실분은 식 (25)에서 보

인바와 같다. 이는 스위치가 턴 온 될 때, 기생 커패시

터가 충전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2
,

1
2coss FET oss in f swP C V t f= ´ ´ ´ ´

(25)

마지막으로 스위칭 손실은 스위칭의 상태가 변화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공진에 의한 ZVS의 영향으로 턴

온 손실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지므로, 오프 지연

시간동안 오프 전류의 영향만을 고려한다.

,
1
2sw FET in off sw fP V I f t= ´ ´ ´ ´

(26)

3.3 분석 및 공진주파수 설계

SRC에 사용된 반도체 스위치들의 손실을 계산한 결

과는 주파수 증가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

대로 인덕터 코어의 부피는 주파수별로 단계적으로 감

소하고, 이는 그림 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자성체 포화

현상을 고려하여 가용 코어 중 적합한 부피 및 손실을

가진 것으로 선정하여 설계한다. 또한 표 6와 그림 10에

서 볼 수 있듯이 인덕터의 손실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데, 특히 50kHz 미만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커패시터의 손실 및 사이즈 역시 인

덕터와 동일한 추세로 변화한다.

계산과정을 통해 구해진 인덕터, 커패시터 그리고 스

위치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손실들의 합은 그림 10의 총

손실로 나타내어진다.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덕터 손실과 스

위치 손실의 교차점과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커패시터의 손실은 다른 손실요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

가 선정한 코어와 커패시터가 차지하는 부피는 손실의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그

러므로 수동소자 및 자성소자의 사이즈는 주파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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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적 공진주파수 및 스위칭 주파수 영역 검증
Fig. 10 Verification of Optimal Resonant Frequency

and Switching Frequency region

따른 손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손실 및 부피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했을 때, 약

70kHz부근이 가장 타당한 공진 주파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충전을 위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스위칭

주파수를 선정할 때, 인덕터의 코어는 그림 7과 그림 10

(a)의 점선으로 표시된 코어 부피와 같이 자기 포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ZVS가 가능하며 최소의 손실을 갖는 공진 주

파수는 약 71.5kHz가 되고, 앞서 고정한 Q와 RL을 고려

하면 공진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각각 75uH와 66nF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설계한 공진 주파수를 앞서 그림 4에서

보인 공진 특성 그래프의 충전영역과 비교해보면, 그림

10 (b)와 같이 80kHz에서 130kHz의 스위칭 주파수 영

역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Vs 혹은 PHEVs의 OBC에 적용된

SRC의 최적 공진 주파수를 설계하기 위하여 공진 네트

워크의 사이즈 및 주요 소자들의 손실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서 각

부분별 손실으로 구성된 총 손실을 구하였다. 또한, 동

일한 조건에서 수동소자 및 자성소자의 사이즈 변화 역

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하인 배터리의 충전영

역과 비교하여 수행된 설계의 적합성을 보였다.

그림 11과 같이 제시한 과정에 의한 공진주파수 설계

는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던 프로세스를 수식적 기반을

가진 수치로 보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설계 시 고

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 설계과정 및 손실 분석을 통

한 검증으로 시스템을 제작함에 있어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11  최적 공진주파수 설계 순서도
Fig. 11 Flowchart of the Procedure to Design Optimal

Resonan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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