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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양산되고 있는 하이 리드 기자동차에 비해서 연비를 좀 더 개선하기 한 러그인 하이 리드 

기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러그인 하

이 리드 기자동차를 한 고효율의 탑재형 충 기(on-board charger)에 해서 연구한다. 탑재형 충 기는 

2상 인터리 드 PFC 회로와 LLC 공진형 컨버터로 구성된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새로운 설계 차를 본 논

문에서 제안한다. 이는 매우 쉽고 강력한 방법이다. 에서 언 한 내용을 확인하기 해서 LLC 공진형 컨버

터를 설계하고 PSIM 툴을 이용하여 테스트한다.

ABSTRACT

nowadays, many researches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to improve the gas mileage in 

comparison with mass-produced hybrid electric vehicles. In this paper, the on-board charger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is 

studied for obtaining the high efficiency. The on-board charger consists of two phase interleaved PFC circuit and LLC resonant 

converter. The new design procedures of LLC resonant converter are proposed in this paper. These are very simple and powerful 

method. In order to verify the abovementioned contents, the LLC resonant converter is designed and tested by using PSIM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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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분야에 DC-DC 컨버터가 사용한다. 특히, 

TV 같은 분야에서는 최근 슬림한 제품이 유행이기 

때문에 원회로의 높이도 낮아야 하면서도 원회로

의 손실도 매우 작아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사용되는 

회로가 LLC 공진형 컨버터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LLC 공진형 컨버터는 러그인 하이 리드 기자동

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PHEV)의 탑재형 

충 기(on-board charger)에도 사용되고 있다[1].

기존의 LLC 공진형 컨버터는 공진인덕터의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2-10]. 이러한 회로

를 설계하기 한 기존 방식에는 Peak Gain의 곡선

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곡선을 얻기 해서는 복

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하며 각 경우에 맞는 Peak Gain 

곡선을 구해야 한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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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탑재형 충 기 회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on-board charge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새로운 설계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좀 더 쉽게 공진소자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야에 LLC 공진

형 컨버터의 사용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장에서는 LLC 공진형 컨버터에 해서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새로운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6.6kW 출력을 한 7.2kW 입력의 탑재형 충 기에 

해서 LLC 공진형 컨버터를 설계하고 PSIM 툴을 

이용하여 설계된 회로의 동작을 확인한다.

Ⅱ. 탑재형 충 기용 LLC 공진형 컨버터

그림 1은 탑재형 충 기 회로의 구성을 보이고 있

다. 입력단에 역률제어회로가 사용되고 있어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 압은 400V이다. 이 역률제어

회로는 승압형 컨버터회로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

고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할 수도 있다.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할 경우 입출력 리 류를 이기 해서 인터

리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

LLC 공진형 컨버터는 회로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

지 구성을 가질 수 있는데 먼  power circuit을 보면 

하  리지 컨버터 회로나 풀 리지 컨버터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회로의 출력 압은 풀 리지 

회로가 하  리지 회로에 비해서 두 배 더 크다.

공진 인덕터와 트랜스포머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인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설 인덕터가 

공진 인덕터의 역할을 한다. 분리형인 경우는 트랜스

포머의 1, 2차측을 잘 결합시켜서 설 인덕턴스가 최

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트랜스포머의 2차측에 연결된 정류부는 회로구성에 

따라서 3가지 회로방식을 사용한다. 센터텝 방식인 경

우는 트랜스포머의 2차측 권선을 2개로 하고 정류 다

이오드를 2개만 사용한다. 반면에 풀 리지 방식은 

트랜스포머의 2차측 권선을 1개로 하고 정류 다이오

드를 4개 사용한다. 배 압 방식은 풀 리지 방식에서 

다이오드 2개 신에 커패시터를 2개 사용하는 방식

이다.

이와 같이 LLC 공진형 컨버터를 설계하려면 총 12

가지의 회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들은 

각 회로의 peak gain을 구해서 설계에 활용하고 있는

데 이 경우 12가지의 peak gain 그래 가 필요하다. 

이러한 그래 를 구할 수도 없고 그리기도 어렵기 때

문에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여 회로 설계하기는 매우 

어렵다.

Ⅲ. LLC 공진형 컨버터의 설계 차

앞에서 언 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본 논문

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설계 차를 제안한다. 먼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단 회로와 리지 다이오

드 다음 단의 류 형을 그림 2에서 함께 보여 다. 

이 그림에서 류 형은 공진주 수에서 동작할 때를 

기 으로 그린 것이다. 따라서 리지 다이오드 입력

단 류는 사인 형이고 리지 다이오드 출력단 

류는 값을 취한 사인 형이다. 이 류의 평균값

이 출력 류와 같기 때문에 사인  류의 피크값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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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 회로
Fig. 2 Outpu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3. 트랜스포머 2차측 압  류 형
Fig. 3 Secondary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ransformer

  

 (1)

그림 3은 트랜스포머 2차측 압과 류를 보이고 

있는데 양의 류가 흐를 때 출력 압이 리지 다이

오드 입력측에 보이고 음의 류가 흐를 때 출력 압

이 리지 다이오드 입력측에 뒤집어져 서 보여서 크

기가 인 구형 로 보인다. 기본  근사화법을 용

하면 이 구형 는 이 구형 의 기본  성분의 사인

로 치해도 같은 동작을 한다. 이 때 사인  압의 

피크값 는 다음과 같다.

  

 (2)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 2차측 압과 류는 동상의 

사인 이므로 트랜스포머 2차측 회로를 다음과 같은 

등가 항으로 치할 수 있다.

그림 4. 정류부 방식에 따른 1차측 압 형
Fig. 4 Primary voltage waveforms according to rectifing 

methods

 





 


 (3)

이 항이 트랜스포머 1차측으로 넘어가면 다음 식

과 같이 턴 수 비의 제곱배해서 넘어간다.

  
  





 (4)

여기서 턴 수 비 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값이다.

  


 


 


(5)

한 2차측에 보이던 압이 그림 4와 같이 1차측

으로 달되어 보이는데 턴 수 비 n으로 나눠진 값이

다. 2차측의 회로방식에 따라서 달되는 압의 크기

가 달라지는데 배 압 방식이 다른 두 방식에 비해서 

반의 압이 1차측에 나타난다. 이는 턴 수 비가 

반이기 때문이다.

1차측에 보이는 압이 자화 인덕터에 걸리는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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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압이기 때문에 자화인덕터의 류는 그림 5와 같

이 선형 으로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삼각  형이 

된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1차측 회로가 ZVS 특성

을 확보하려면 자화인덕터의 피크 류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하는데 설계를 간편하게 하기 해서 

공진 류 피크치의 반정도가 자화인덕터의 피크

류가 되도록 기 을 정하 다.

그림 5. 공진인덕터와 자화인덕터의 류 형
Fig. 5 Current waveforms of resonant and 

magnetizing inductors

이 기 을 용하여 자화인덕터를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이 경우 트랜스포머의 이차측에 보이는 압이 

 인 경우이다. 다이오드가 하나만 도통하면 

 를 사용하면 된다.

이 정해지면 과 을 결정해야 하는데 와 

의 비인 m=5이고 공진주 수를 원하는 주 수로 

미리 정해놓으면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을 의미한다.

  (7)

은 공진주 수의 수식에서 역산으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

Ⅳ. 시뮬 이션 결과

앞 에서 제안한 설계 차를 이용하여 설계된 내

용은 표 1과 같다. 이 설계된 결과값을 이용하여 

PSIM 9.1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림 6은 출력 압이 200V인 경우의 시뮬 이션 

회로로 1차측 회로는 풀 리지 회로이고 2차측 정류

회로도 풀 리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차측의 각 스

치에는 ZVS 특성을 얻기 해서 병렬로 보조공진 

Items Values Remark

Input voltage range 390-410V PFC Vo

Min. output voltage 200V

Max. output voltage 430V

Output Power 7,200W
Including

margin

Resonant Freq. 100kHz

Resonant inductor Lr 17μH

Magnetizing inductor Lm 68μH

Resonant capacitor Cr 150nF

Turn ratio n=Np/Ns 1.93

표 1. 제안된 방식의 설계치
Table 1. Design values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6. Vo=200V인 경우의 4시뮬 이션 회로
Fig. 6 Simulation circuit in case of Vo=2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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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를 사용하 다. 그림 7은 출력 력이 7.2kW일 

때의 시뮬 이션 형인데 공진인덕터의 피크 류가 

32.75A이다. 그림 8은 출력 압이 430V일 때의 시뮬

이션 회로로 출력 항이 25.680556Ω인 경우이다. 그림 

9는 출력 력이 7.2kW일 때의 시뮬 이션 형인데 공

진인덕터의 피크 류가 38.5A이다. 이 경우 스 칭주

수가 57.58kHz로 주 수의 변동폭은 42.42kHz 이다. 출

력이 430V일 때는 이차측으로 달되지 않는 자화인덕

터의 류가 무 커진다. 향후에 이 류의 감소가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그림 7. Vo=200V인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s in case of Vo=200V

그림 8. Vo=430V인 경우의 시뮬 이션 회로
Fig. 8 Simulation circuit in case of Vo=430V

 

그림 9. Vo=430V인 경우의 시뮬 이션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s in case of Vo=430V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나 하이 리드 기자동

차에 용되는 탑재형 충 기에 사용되는 LLC 공진

형 컨버터의 새로운 설계 차를 제안하 다. 기존의 

방법은 Peak Gain에 한 정보가 있어야 설계가 가

능했지만 새롭게 제안된 설계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기 을 사용하여 공진소자들을 설계하 다. 제안된 방

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서 PSIM 툴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고 제안된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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