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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세계 으로청정에 지사회로 환해야

한다는목표를두고, 신재생에 지와기본발 원간

결합을 통한 에 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경제 향상

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재생 에 지 하이 리드 시스

템에많은 심이증가하고있다. 재국내에서도신

재생에 지의공 의무화제도를시행하여이에필

요한 설비도입이 확 되고 있다. 신재생에 지 하이

리드시스템은발 , 디젤발 , 열병합등기존의발

원들을 결합하여 에 지 효율과 경제성,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일컫는다. 한 생산한 에 지를 력

계통에연계된 장장치에비축하 다가필요한시기

에 효율 으로 공 하여 에 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

템 연동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 지, 무정 원공 장치(Uninterruptable power

supply; UPS) 기자동차의 배터리 충․방 시스

템 등 여러 분야에서 양방향 dc-dc 컨버터가 용되

고 있다.

Fig. 1에서 보여지는것처럼, 이러한양방향컨버터

는연료 지나태양 지와같은에 지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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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설치된고 압DC버스지 에서연속 인인터

페이스를 수행하기 한 요한 장치이다. 일반 인

에 지 장장치인배터리 는슈퍼캐패시터는

압 지 에 치한다. 이러한양방향 시스템은 력시

스템의 효율성과신뢰도를 높일 수있으며, 깨끗하고

안정된 원을 공 이 가능하도록 설치된다. 특히최

근에 양방향성 듀얼 액티 컨버터는 자동차 응용분

야 신재생에 지 시스템 분야에서 리 연구되어

지고 있다[1-5].

Fig. 1. Typical block diagram showing the BDC

양방향 dc-dc 컨버터의 요구사항은고주 수, 높은

력 도, 고효율, 고신뢰성을요구한다. 기존의양방

향 dc-dc컨버터는 기 연, 소 트스 칭제어를

구 하기 어려우며, 정류 다이오드의 역회복 류의

향으로 인한 스 칭 속도가 제한되는 단 이 존재

한다. 이러한결 들은양방향 dc-dc 컨버터에서 용

되는고주 수 력변환을제한하게한다[5]. 최근이

러한 결 을 극복한 후, 여러 응용분야에서 용되는

컨버터용 고주 수 스 치는 자기 간섭(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 EMI) 감 압 스

칭(zero voltage switching, ZVS)과 류 스 칭

(zero current switching, ZCS)이 가능하고, 양방향으

로 력을 수수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공진형 토

러지와 기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1-5].

본논문에서는두개의컨버터를고정주 수인특정

한 주 수에서 동작시켜 동작모드(순방향 는 역방

향)별로입력 압에따라모든부하 역에서일정한

출력 압으로 동작시킬수 있다. 제안된 컨버터는기

존의 양방향 컨버터에서 일반 으로 용되는 풀-

리지/풀- 리지인버터사이에LCL형공진성분과

연형 변압기를 치시키는 형태로 구성하 다. 한

제안된 컨버터가 순방향 는역방향으로 동작경우

에도, 각 모드에 따라 추가 으로 요구되는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간단한 구조로 구 하 고, 컨버터의

스 치를 동작시키는 주 수는 듀티비가 50%, 고정

주 수로 제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러한 목 을 두고 설계 제작된 컨버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개의 컨버터 사이에 칭형태

의 LCL형 공진탱크가배치시켜, 공진성분에따라특

정 주 수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압형인버터로동

작한다. 둘째, 순방향 는 역방향으로 컨버터를 동

작시킬때, 부하변동에상 없는특정주 수를선정

한 경우, 그 주 수는 력 방향에 상 없이 동일한

주 수에서 동작하게 된다. 셋째, 특정 주 수에서

제어되는 경우에 입력 출력 비는 인버터 사이에

치한 LCL형 공진성분인두 개의 인덕터에 의존한

다. 변압기기 없을 경우에도, 용된 인덕턴스 비에

따라, 선형 으로스텝업(부스트모드) 는스텝다

운(벅 모드) 출력을 갖는다. Fig. 2는 에서 언 된

특성을 지닌 LCL형/ 연형 양방향 dc-dd 컨버터를

보여 다.

Fig. 2. Circuit schematic of the proposed
LCL-type BDC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제안한 양방

향 컨버터의 동작원리와 회로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수행한 해석을 기반으

로 컨버터의특성 제어에 하여 논의하 다. 4장

에서는 LCL형/ 연형양방향컨버터를 설계, 제작하

여 수행한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 다. 5장에서 결론

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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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컨버터 동작원리 및 해석

이장에서는제안된컨버터의동작원리와회로해석

결과를 언 한다. 컨버터 구성 성분의 치는 동작모

드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공진네트워크와 변

압기의 치는 Fig. 2와 같다.

2.1 동작원리

Fig. 3에서 제안된 컨버터의 기본 인 동작원리는

순방향모드에서스 칭제어에따라인버터의출력

압 ()과 인덕터()에 흐르는 류에따라도

통되는 소자들을 보여 다. ( )는 역방향으로 동작하

는 경우에 압, 류 도통되는 소자들이다.

컨버터의스 칭동작은듀티비가 50%인고정주

수로 동작한다.   에는 스 치 가 도

통되어진 상태이다.   에서 스 치 는

턴-오 되고, 게이트펄스가스 치 에인

가된다. 는 이때에 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

이오드  를 통해서 흐른다. 이는 

는 압, 류에서 턴-온함을 알 수 있다.

  에서 다이오드 는 류에서

자연스럽게 턴-오 되고, 류 는 스 치

를통해서흐르게된다.  에서, 스 치

는 일정한 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스

치 오 하게 된다. 거의 동시에  에서, 게이트 펄

스가 스 치 에 인가된다.  는 양(+)

으로흐르기때문에, 다이오드 를통해서

흐른다. 이는 가 압, 류에서 턴-

온함을알수있다.  에서다이오드 

는 류에서 자연스럽게 턴-오 되고, 류 

는 스 치 를 통해서 흐른다.  에서

스 치는 일정한 류가 흐르는 상태에

서 스 치 오 하게 된다. 결론 으로 컨버터 스

칭동작에따라 도통되는순서는 스 치들이도통되

기 에스 치에병렬로존재하는역병렬 다이오드

들이 먼 도통하게 되고, 이는 압 턴-온 스

칭을 보여 다.

Fig. 3. Operation principle of the proposed BDC

2.2 해  석

제안된 컨버터에 한 ac회로 해석을 해서는

첫째, 컨버터는 정상상태 동작하고

둘째, 스 칭 데드타임은 무시하며

셋째, 스 치, 인덕터, 캐패시터는 이상 이며

넷째, 고주 변압기의 마그네틱 인덕터 값은 

는 값에 비에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용되는 변압기는 설인덕턴스와

자화인덕턴스를 고려한 T-형 등가회로를 용하

다.

동작모드별로 컨버터의 입력 출력 압비를

구하기 해서 요구되는 라미터는 공진주 수

, 정규화된 주 수 비 , 부하 항 에 따른

선택도 , 변압기의 설인덕턴스를 포함한 공진

성분인 두 인덕터의 인덕턴스 비 ,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에 향을 받는 라미터를  , 변압기의

2차측 설 인덕턴스와 인덕터 의 비를 , 순방

향 모드일 경우를 기 으로 하여 변압기의 1차측

설인덕턴스는 , 2차측 설인덕턴스는 로

로 정의되며 Table 1과 같다. 한, 해석의 편의성

을 해서 인덕터 과는 식 (1)과 같이 하나의

소자로 결합하 다.

     (1)

Table 1을 바탕으로 컨버터의 모드에 따라 동작하

는 경우에 제안된 양방향 컨버터의 간략화된 등가회

로는 Fig. 4와 같다. 동작모드에 따른 변압기의 치

변화가 토 러지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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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 다.

기본 모드 근법에 의한, 순방향과 역방향 모드에

서의입력 출력비의해당하는 dc 압이득은 압

분배법칙을이용하여식 (2), 식 (3)과같으며, 그해는

식 (4), 식 (5)와 같다.

두 가지 동작모드에 따른 부하 변동에 따른 스

칭 특성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본 논문의 주

요 인 부하 변동에 상 없이 일정한 이득을 나

타내는 스 칭주 수와 압이득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식 (4)와 식 (5)에서 분모의 허수부분

이 0이 되는 부분이 변압기의 향으로 변동하게

된다. 식 (6)∼식 (9)는 인덕턴스비가 동일한 경우

에 동작모드에 따른 해당주 수와 압이득을 각

각 보여 다.

식 (6)과 식 (7)은 순방향모드에서 변압기 매개변

수를 용한 경우, 부하변동과 상 없는 주 수와

압 이득 값을 보여 다. 변압기 매개변수를 용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해당되는 주 수가 다소

어드는 반면에 압이득은 해당되는 라미터 값에

따라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 (8)과 식

(9)는 역방향모드에서변압기 매개변수를 용한 경

우, 부하변동과 상 없는 주 수와 압 이득 값을

보여 다. 변압기 매개변수를 용하지않았을경우

보다 해당되는 주 수가 다소 어드는 반면에

압이득은 해당되는 라미터 값에 따라 감소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defined parameters for converter
analysis

Category Forward mode Reverse mode

Resonant

frequency()
 


 



Normalized

frequency()
 


 



Quality factor()  

 
 

 

Inductance

ratio()
 


 



  






  


←

Effective resistive

load ()



 ←

제안된양방향컨버터는부하변동에 계없이일정

한 압이득을보이는스 칭주 수가존재함을알

수있고, 해당하는인덕턴스비에따라서이득이상승

는 하강하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상 인 변압기

에서두인덕터의비가동일하면, 항상일정한이득을

갖는 주 수는 공진주 수의 배이며, 이득은 1이

다. 하지만 변압기 매개변수를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인덕턴스 ,비가 변하게 되어 이득이 상승 는

하강하게되고, 스 칭주 수는좀더작아지면서공

  ║ ║ 
║ ║ 

∙║ 

║ 
∙

  (2)

  ║ ║ 
║ ║ 

∙║ 

║ 
∙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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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수에가까워지는사실을식 (2)∼식 (5)에서알

수 있다.

(a) Forward operation

(b) Reverse operation

Fig. 4. Equivalent circuit for forward and reverse
modes including transformer

   




(6)

   


 (7)

   




(8)

   





(9)

3. 컨버터의 제어

이장에서는제안된양방향컨버터를제어하기 한

스 칭 주 수를구하는 방법을언 하 다. 특히인

덕턴스 비를 다양하게 변동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압이득과 해당주 수와의 계를 통해서, 2장에서

수행한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함이다.

컨버터에서 두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을 확인하고,

변압기의 매개변수 값에 따라, 컨버터를제어하기

한해당주 수를획득하기 해서 3가지경우에 하

여 를 들어 해당하는 주 수를 선택하기 한 방법

을보여 다. 수행한결과는변압기의턴수비가 1이고,

이상 인 변압기를 용한 결과를 보여 다. 식 (4),

(5)는 변압기를 포함한 결과에서 변압기 매개변수를

제외하여 간략한 결과는 동일한 형태의 식 (10), (11)

과 같다.

 


 




 


(10)

 


 




 


(11)

Fig. 5. Voltage gain(M) vs. normalized switching
frequency for 3- inductor’s ratio

Fig. 5는 인덕턴스비동일하게하여부하변동에따

라얻어진 압이득을인덕턴스비를 0.5, 1, 2로 다르

게설정하여 압이득과스 칭주 수의변화를보여

다. 컨버터의입력 출력의 압이득식 (10), (11)

에서, 순방향 모드에서 식 (12)는 식 (10)의 허수부분

이 0, 즉 (부하 항에의존)에 무 한 주 수에서의

압이득을나타내고, 그해당주 수는식 (13)과같

다. 마찬가지로 역방향 모드에서 식 (14)는 식 (11)의

Q에 무 한 압이득을 나타내고, 그 해당 주 수는

식 (15)와 같다. 양방향 모드에서 인덕턴스 비()

에 따라서 압이득이 선형 으로 상승 는 하강하

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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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14)

 





(15)

한, 변압기를포함한경우에있어서도, 동작모드

에따라인덕턴스비에 향을받아 압이득과스

칭주 수가변화는정도를식 (6)∼식 (9)를통해이미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인덕턴스 비가 1보다 크면

압이득이 커지면서 공진주 수에 가까워지고, 1보

다 작아지면 압이득이 작아지면서 공진주 수에서

멀어지는 특성을 보여 다. 동일할 경우는 압이득

은 1이고, 해당주 수는 가 된다.

Fig. 6과 Table 2는부하변동에무 한양방향컨버

터 제어를 한 스 칭주 수 선정의 한 결과이다.

인덕턴스 비에 따른 압이득과 그에 해당하는 주

수 변동의 상 계를 보여 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컨버터 해석을 검증하기 한 실험용

컨버터포로토타입을구 하고실험한결과를언 하

Fig. 6. The relation of both Voltage Gain(M) vs Inductance ratio() and Voltage Gain(M) or Inductance()
vs. normalized frequency ()

Table 2. The switching frequency to control BDC under 3 different inductance’ ratio

Design condition

Parameters

=1.0 =0.5 =2.0




























Resoant Fequency(㎑) 41.48(Forward)/41.48(Reverse) 41.48(Forward)/58.67(Reverse) 58.67(Forward)/41.48(Reverse)

Normalized Frequency() 1.41(Forward)/1/41(Reverse) 1.73(Forward)/1.23(Reverse) 1.23(Forward)/1.73(Reverse)

Switching Frequency(㎑) 58.66(Forward)/58.66(Reverse) 71.85(Forward)/71.87(Reverse) 71.87(Forward)/71.84(Reverse)

Operating point E1(Forward)/E1(Reverse) E2(Forward)/E3(Reverse) E3(Forward)/E2(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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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험에 용된 라미터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design parameters of proposed
converter

Parameter 값

Input Voltage(V) 30

Output Voltage(V) 30

Resonant Frequency(㎑) 22.649

Switching Frequency(㎑) 32.030

() 32.92

() 32.87

(㎌) 1.5

 1.0

Fig. 7은 순방향 모드에서의 실험결과 형(인버터

출력 압 , 스 칭 압, 인덕터 에흐르는

류  , 네트워크출력 압 )들을보여 다. 입력과

출력의 압비가동일하고 ZVS 턴-온스 칭을확인

할수있다. Fig. 8은 역방향모드실험결과이다. 에

지 장장치인캐패시터의존재로링잉(ringing)이 존

재하여 압턴-온스 칭확인은어렵지만인버터

압이 류보다앞서는특성은 확인할수있다. Fig.

9는부하변동에따른양방향모드에서출력 압결과

를보여 다. 모드에따라인덕턴스의차이에따른출

력 압차이가 략 2V가존재하고, 부하증가에따른

출력 압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진네트워크, 변압기, 정류기가 이상 이지 않고, 주

변에존재하는성분에 향이있음을알수있다. Fig.

10은 양방향 컨버터의 모드 환을 확인하기 한 스

칭 형을보여 다. Fig. 1에서고 압링크에연결

된 dc 부하에 요구되는 입력 압에 따라 순방향에서

역방향(T2) 는역방향에서순방향(T1)으로모드

환이정상 으로수행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순방향에서역방향으로모드 환하는경우 0.4ms

정도 후에모드 환이 이루어지고, 역방향에서 순방

향으로모드 환하는 환하는데있어, 10ms 정도가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드 환에 따른

시간의 차이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한 용된

Fig. 7. Experimental Waveforms at forward mode.
(1) inverter output. (2) switching

output,. (3) inductor current,.

(4) output voltage of resonant tank, 

Fig. 8. Experimental Waveforms at reverse mode.
(1) switching output,. (2) inverter

output. (2) (3) output voltage of

resonant tank, . (4) inductor current, 

Fig. 9. Experimental results at forward & reverse
mode for different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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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들의조합으로구성된하드웨어의응답속도의차

이로 확인되었다.

Fig. 10. Switching waveforms at mode transition
(1) Required output voltage . (2) Gate

switching for . (3) Gate switching for 

5. 결  론

본논문에서는제안된풀- 리지형태의 LCL형공

진네트워크를 지닌 양방향 컨버터에 한 분석을 순

방향모드와 역방향모드에 하여 변압기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양방향으로 해석하 다. 그 결과를 검증하

기 한실험용 로토타입을설계, 제작하고, 제어하

기 한스 칭주 수를획득하기방법을제안하 다.

선정된주 수는 인덕터(,)와 변압기 매개변수에

향을 받게 된다.

제안한컨버터는실험에서순방향 역방향으로동

작할 경우에 입력 출력 압비가 같으며, ZVS 턴

온스 칭을확인할수 있었다. 한, 제안된특정주

수 지 에서 컨버터 스 치를 제어할 경우에는

압원 컨버터로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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