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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소자 활용을 위한 500W급 DC/DC 컨버터 개발

The 500W DC/DC converter development 
for thermoelectr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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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500W DC/DC converter for use with a 

thermoelectric module(TEM). A thermoelectric device is a structure in which a P-type 

semiconductor and an N-type semiconductor are electrically connected in series and 

thermally connected in parallel. There is a feature that an electromotive force is 

generated by making a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both surfaces of a 

thermoelectric element. This feature can be used as a renewable power source 

without the need for fossil energy. The proposed converter boosts the low generation 

voltage of the thermoelectric element to secure the voltage for the grid connection. 

This converter is a combination of a resonant converter for boosting and a 

boost-converter for output voltage control. This structure has an advantage that a 

voltage can be stepped up at a high efficiency and precise output voltage control is 

possible. We carry out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o verify th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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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규제강화와 화석에너지 

자원량의 감소 및 원자력발전의 장기적 가동 중지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

고, 이에 따라 친환경성, 에너지공급원의 다원화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 중 열전발전

장치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에너지변환 장치로써 열원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기계적 구동요소 없이 전력을 발생시켜 사용할 수 

있다. 2006년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약 2억 3천

만 TOE로 추정되며 이의 약 26%가 폐증기, 온

수, 배기가스 형태의 폐열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은 폐열을 재생할 경우 국가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열전발전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

어졌다.[1]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열전발전의 연구는 1940

년대 소련에서 가열식 열전발전 시스템을 실용화하

였고 1956년 미국 에너지성(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인공위성용 열전발전기 연구를 시

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 Hi-Z사에서 디

젤 엔진의 폐열을 이용한 1 kW급 열전발전 시스

템을 개발하였으며,[2] 폐열을 이용한 열전발전기

의 해석 및 열전발전 시스템의 최적설계등의 연구

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휴대용 전원기기, 발전소 

및 자동차 배열 구동 발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5] 열전발전은 서로 다른 두 금

속을 연결하고 양단간의 온도차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되는 지벡(Seebeck)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열

전모듈의 흡/발열 현상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온도차에 의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열전소자의 특성을 이용하면 공해 없이 소용량 발

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열전모듈(TEM)을 활용을 위한 500W급 DC/ 

DC 컨버터를 개발을 수행한다. 열전모듈의 특성

에 대해 분석을 수행 후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조

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2. 열전발전 원리

Fig. 1 Typical configuration of TEM

열전발전은 대표적으로 열전모듈(TEM)을 사용

한다. 일반적인 열전 모듈의 구조는 그림1에서 보

이듯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직

렬연결, 열적으로는 병렬로 연결시킨 구조이다. 이

렇게 만들어진 열전모듈의 한 면에 열을 가하고, 

반대편 면에 열을 제거하게 되면 온도차가 발생하

게 되고 제벡 효과(Seebeck effect)에 의해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전되는 전력은 식(1)과 같

고 식(2)∼(4)로 열전발전 성능을 표현할 수 있다. 

               ∆            (1)

                                 (2)

            

∆
 


           (3)

                                  (4)



열전소자 활용을 위한 500W급 DC/DC 컨버터 개발 221

a는 지벡계수, R은 전기적인 저항성분, Z는 열

전모듈의 성능지수, Θ는 열전모듈의 열저항을 나

타낸다.[6]

Fig. 2 The V-I Curve for a connection 

configuration of TEM[4] 

Fig. 3 The output power for a connection 

configuration of TEM[6] 

그림 2와 그림 3은 열전소자 127개에 대하여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후 각각의 출력을 나타낸 

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열전소자는 직렬연결 시 

출력전압이 높아지고, 병렬연결 시 출력전류가 증

가하게 된다. 또한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류가 감

소하는 선형적인 V-I 커브를 그리게 된다. 그림 3

은 열전소자의 출력전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을 살펴보면 열전소자의 출력전력은 최대 전력 점

을 도달한 후에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전소자의 출력전력은 증가할수록 출력

전압은 감소하고 출력전류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살펴보듯 열전소자의 최

대 출력전력은 온도와 출력전압과 출력전류에 의

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열전소자의 출력이 일정하

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열전소자에서 

최대 출력전력을 위한 컨버터 및 알고리즘이 요구

된다. 또한 열전소자의 출력전압은 굉장히 낮으므

로 계통으로 전력을 보내기위해서는 출력전압을 

높여야 하며, 직렬연결로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압을 높이기 위한 컨버터가 필요하다. 

3. 제안하는 DC/DC 컨버터

Fig. 4 The proposed circuit configuration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버터 구조이

다. 제안하는 컨버터의 구조는 트랜스포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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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는 Push-Pull 2차는 Center-tap 구조의 

직렬C를 이용한 공진형 컨버터와 Half-bridge구조

의 DC/DC 컨버터로 이루어진다. 공진형 컨버터

는 트랜스포머의 승압비를 이용하여 열전소자의 

전압을 승압시키게 된다. 이 때 공진형 컨버터

는 출력전압을 제어하지 않고 입출력을 절연시

키는 기능과 절연전압을 승압시키는 기능을 하

게 된다. 

그림 5는 스위치 SP1이 ON 되었을 때의 전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스위치가 ON이 되면 

Np1을 통하여 전류가 흐르고, 2차 측으로 전력을 

전달하게 된다. 2차 측에서는 스위치 Sup의 바디 

다이오드를 통하여 커패시터 Cup을 충전하고 커

패시터의 전압은 다음과 같다. 

Fig. 5 The operation of resonant converter : 

Sp1-ON

            
  ∙∙            (5)

           


         (6)

여기에서 n은 NS/NP1의 턴 비를 나타낸다. 이 

때, 2차 측에서 트랜스포머의 인덕턴스와 공진 커

패시터와 전해 커패시터에 의해서 직렬공진이 이

루어지며 공진 주파수는 식(6)과 같으며 스위치 

Sup에서 ZVS가 이루어진다. 

Fig. 6 The operation of resonant converter : 

Sp2-ON

그림 6은 스위치 SP2가 ON 되었을 때의 전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스위치가 ON이 되면 

Np2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고, 2차 측으로 전력을 

전달하게 된다. 2차 측으로 전류는 커패시터 Cdw

를 충전하게 되고 스위치 Sdw의 바디다이오드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커패시터 Cdw

의 전압은 다음과 같다. 

           
  ∙∙           (7)

따라서 2차 측의 전압은 커패시터 Cup과 Cdw

의 합이 되며 정류된 전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8)

식(8)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Push-Pull 컨버터와 

다르게 출력 커패시터가 직렬 연결되어 전압이 두 

배 더 상승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전압 

시 턴 비를 낮출 수 있어 트랜스포머의 부피를 감

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류된 전압은 부스트 컨버터의 스

위칭 제어를 통하여 최종 출력전압을 제어를 하게 

되며 스위칭 동작에 대한 전류 흐름은 그림7과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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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operation of boost converter : 

Qdw-ON

Fig. 8 The operation of boost converter : 

Qdw-OFF

4. 성능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버터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PSIM을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Fig. 9 The simulation circuit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버터 구조를 

이용한 PSIM 시뮬레이션 회로도이다. 입력전압은 

48[V], 출력전압은 380[V], 출력전력 500[W] 기

준으로 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입력전압은 Beijing 

Huimao Cooling Equipment Co., Ltd. 社의 

TEC1-12707T125 열전모듈에 대하여 4직렬 구성

을 최대출력 600[W]급 모델링하였고[6], 출력전압

이 48[V]가 나오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스위칭 주파수는 Push-Pull단의 스위

치와 부스트 컨버터 스위치 모두 동일하게 50[kHz]

로 하였고, 스위칭 주파수와 입력전압은 48[V]을 

바탕으로 설계된 트랜스포머의 턴 비는 5:5:16, 

인덕턴스는 170[uH] :170[uH]:2.4[mH]이다. 

Fig. 10 The simulation result 1

그림 10은 출력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다. Push-Pull 컨버터에서는 2차측 정류 전

압을 제어 하지 않으며 최대 스위치 듀티비에서 

동작하여 트랜스포머의 턴 비만큼 승압을 시키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입력전압 48[V], 2차 측 

정류 전압은 301[V]로 앞 절의 식 (8)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출력전압

은 정류전압을 이용하여 승압하게 된다. 시뮬레이

션 결과 정류된 전압 301[V]를 승압하여 출력전

압 379.9[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은 트랜스포머 2차 측의 전압과 전류파

형 결과를 나타내며 전압과 전류파형이 동상을 이

루고 있어 ZVS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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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The simulation result 2

5. 실험결과

Fig. 12 The control board and power stack

그림 12는 제작된 실험 스택과 제어보드 사진

이다. MCU는 TI社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였

다.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낮추기 위하여 

CREE社에서 나오는 SiC소자 C2M0080120D를 사

용하였다. 트랜스포머는 코어전기社에서 나오는 

PQ5050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하여 직접제작 하

였으며 턴 비는 5:5:19, 인덕턴스 비는 165[uH]: 

165[uH]:2.39[mH] 이다. 스위칭 주파수는 시뮬레

이션 결과를 토대로 96[kHz]으로 설정하였다. 

Fig. 13 Experimental result 1

그림 13은 트랜스포머의 1차 측 출력 파형이

다. 트랜스포머의 1차 측 상단 스위치 전압과 2차 

측 전압, 2차 측 전류, 그리고 스위칭 신호 파형

이다. 트랜스포머 2차 측 전류파형 INS는 SIN 형

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트랜스포머 양단전압 

VNS와 동상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정류스위치에서 ZVS를 통하여 소프트 스위

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4 Experimental result 2

그림 14는 입력전압과 입력전류, 출력전압과 출

력전류를 나타내고 있다. 입력전압은 48.5[V],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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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전류 11.3[A]이고, 출력전압은 379.6[V], 출력전

류 1.3[A]로 컨버터의 승압이 이루어지고 있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 15 Experimental result 3

그림 15는 컨버터의 최대 효율을 나타낸 그림

이다. 효율 측정을 위하여 YOKOGAWA社본의 WT 

3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입력전력 548[W], 

출력전력 524[W]로 효율이 95.6[%]로 높은 효율

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전소자를 이용한 발전기에 활

용을 위해 500W급 양방향 DC/DC 컨버터에 관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회로는 열전소자

의 낮은 전압을 계통 연계를 위한 높은 전압까지 

승압을 시킬 수 있고, LC공진을 이용하여 열전소

자의 낮은 효율의 전력에 대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여 전력전달을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개발된 

Push-Pull/Center-Tap 공진형 컨버터와 양방향 

DC/DC 컨버터의 구조를 이용하여 48[V]에서 

380[V]로 승압을 하게 되며 95[%]이상의 고효율

을 달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컨버터는 시스템 용

량이 500[W]로 작지만 병렬구동을 통하여 발전용

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소용량의 인버

터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하여 계통으로 전력을 공

급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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