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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 에 지의 고갈  기오염과 같은 환경문

제로 인한 에 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신재생 에 지

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소를 이용한 연

료 지(Fuel Cell) 시스템은 기존의 태양 ,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 에 지 비 높은 수 의 효율과   

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에 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해 연료 지 시스템

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정, 발 소, 차량 

등 다양한 애 리 이션에 용되고 있다[1]-[3].

Fig. 1. Schematic of the fuel cell system.

연료 지 시스템은 간략하게 그림 1과 같이 연료 지 

스택과 HDC(High Voltage DC-DC Converter), 고 압 

배터리 등 다양한 BOP(Balance of Plant) 들로 구성된

다[4]. 그  HDC는 연료 지 스택의 부하 조건에 따라 

압이 가변되는 특성과 류 리 에 의한 수명    

발열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해 용되고 있으며, 가정용 

수 [kW] 부터 상용차용 수백 [kW] 까지 애 리 이

션에 따라 다양한 용량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HDC는 연료 지 시스템 내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고

도 설계가 요구된다. 력 도 개선을 한 방안으로 

단순히 스 칭 주 수만을 상향하는 경우 스 칭 손실 

증가로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스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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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ntional ZVT-PRC boost converter.

주 수 상향에 따른 수동소자 부피 감과 동시에 스

칭 손실을 이기 한 방안으로 QRC(Quasi Resonant 

Converter)  PRC(Partial Resonant Converter) 등과 

같은 다양한 소 트 스 칭 기법들이 개발  용되고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소 트 스 칭 기법을 용 시 

류 조건 등의 이유로 다상 Interleaved 구조를 용

하는 HDC의 경우 상의 개수에 비례하여 소 트 스 칭 

셀이 추가되므로 시스템 부피가 증가하는 단 을 갖는

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연구들은 꾸 히 진행

되어 오고 있다[7]-[12]. 2상 Interleaved 구조의 경우 입력 

측 인덕터와 소 트 스 칭 셀의 공진 인덕터를 1개의 

커 드 인덕터로 체하는 구조를 제시하 으며[7]-[9],   

3상 이상 Interleaved 구조에서도 상의 개수와 무 하게 

1개의 공진 인덕터만을 이용한 소 트 스 칭을 구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 다[10]-[12]. 하지만 이러한 다상 

Interleaved 구조에서 하나의 소 트 스 칭 셀을 용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력반도체 소자의 추가가 요구

되거나 제어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상 Interleaved 구조에서도 

요구되는 소자 개수의 증가를 상의 개수에 따라 최소  

1개 수 으로 최소화하며, 그림 2와 같은 기존의 

ZVT-PRC(Zero Voltage Transition-Partial Resonant 

Converter) 토폴로지와 동일한 소 트 스 칭 성능을  

갖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용 구조를 제안한다.    

210[kW]  HDC PSIM 시뮬 이션  5[kW]  HDC 

Test-bed 구성을 통한 실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제안하는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ZVT-PRC 기반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 제안

2.1 기존 ZVT-PRC 구성  동작 원리 분석

그림 2는 소 트 스 칭을 한 기존의 단상  

ZVT-PRC Boost 컨버터 토폴로지를 나타낸다. 일반

인 Boost 컨버터 구조에 공진 인덕터(), 공진 커패시

터(), 보조 스 치()  보조 다이오드()로 이루

어진 소 트 스 칭 셀이 추가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를 용함으로써 메인 스 치()와 메인 다이오드()

의 턴-온과 턴-오  시 소 트 스 칭을 보장한다.

본 에서는 그림 3과 같은 기존 ZVT-PRC Boost 

컨버터의 주요 동작 형을 총 7단계의 모드로 나 어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Fig. 3. Key waveforms of the conventional ZVT-PRC boost 

converter.

Mode 1 [t0⎼t1]: 이  공진 류(
)는 0[A]를 유지한  

상태이며,   시 에서 의 게이트 신호 인가 시 
이 

서서히 증가하므로 는 ZCS(Zero Current Switching) 

턴-온하게 된다. 이후 
은 식 (1)과 같이 에 의한  

기울기로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으로 

흐르고 있던 류는 식 (2)처럼 차 감소하게 된다.

    
  




  (1)

    
  




  (2)

Mode 2 [t1⎼t2]: 턴-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은  


이 0[A]가 됨에 따라 ZCS 턴-오 하며, 

이 과 

같아지는 순간 과 은 체 공진 주기의 1/4주기  

동안 공진하게 된다. 따라서 식 (3)과 같이 
은 에   

정  류가 더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 압은 

0[V]가 되어, 의 역병렬 다이오드가 턴-온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Mode 2에서의 의 류  의   

압 수식은 다음과 같다.

    
   








sin



   (3)

    




 
cos



   (4)

Mode 3 [t2⎼t3]: 에서 과 의 공진이 끝나게 되고, 


은 식 (5)와 같이 공진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되는 
 를 유지한다. 이때 의 역병렬 다이오드로 

흐르는 류는 

과 

 의 차이만큼 흐르게 되며, 

Mode 3 구간 동안 의 게이트 신호가 인가됨에 따라 

ZVS(Zero Voltage Switching) 턴-온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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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ZVT-PRC boost converter.

 


  








 (5)

Mode 4 [t3⎼t4]: 에서 의 ZVS 턴-온과 동시에 는 

턴-오 를 수행하며 Mode 4가 시작된다. 가 턴-오

됨에 따라 
은 을 통해 출력 측으로 달된다. 이에 

따라 은 음 압이 인가되고, 식 (6)과 같이 
은 감소

하게 된다. 이후 
가 0[A]될 때 Mode 4가 종료된다.

    


  












  (6)

Mode 5 [t4⎼t5]: 
의 크기가 0[A]가 됨에 따라 는 

ZCS 턴-오 를 하게 된다. 이후 기존 Boost 컨버터   

동작과 같이 만 턴-온 된 상태에서 입력 측 인덕터

()는 에 지를 충 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출력 측   

커패시터()는 배터리 측으로 방 한다.

Mode 6 [t5⎼t6]: 에서 은 에 충 되어 있던 에 지

가 식 (7)과 같이 을 서서히 충 하므로 ZVS      

턴-오  조건을 만족한다. 이에 따라   양단의 차

는 감소하게 된다.

    




 





   (7)

Mode 7 [t6⎼t0]: Mode 6에서 상승하던 의 압이 

과 동일해지면서 은 ZVS 턴-온되며, 이에 따라 에 

충 되어 있던 에 지는 출력 측으로 방 하게 된다.  

이후 스 칭 주기가 지난 이후   시 에서 를 ZCS 

턴-온하면서 이  과정의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기존의 단상 ZVT-PRC 토폴로지는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상 Interleaved 구조를 고려 시 상의 개수

에 비례하여 소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단 을 갖기 때문

에 HDC의 고 력 도 설계에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추가되는  

력반도체 소자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그림 2와 같은   

Fig. 5. Key waveforms of the proposed converter for 

two-phase.

기존 ZVT-PRC와 동일한 성능의 소 트 스 칭을 수행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

를 제안한다.

2.2 제안하는 ZVT-PRC 구성  동작 원리

그림 4는 제안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를  

용한 다상 Interleaved 구조의 컨버터를 나타낸다.   

해당 구조는 상의 개수와 계없이 하나의 과     

그리고 으로 소 트 스 칭 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의 상단에 소 트 스 칭 셀과 각 상을 연결하는   

공진 스 치()가 추가된 형태를 가진다. 제안하는   

구조의 동작 원리는 3상 이상의 다상 Interleaved 구조

에 용되더라도 2.1 의 기존 ZVT-PRC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에서 설명되는 동작 원리는 각 상과 소 트 스

칭 셀이 연결되는 과정에 해서만 서술하며, 설명의  

용이성을 해 2상 Interleaved 구조를 가정한다.

제안하는 구조의 동작을 해 그림 5의 상단과 같은 

게이트 신호가 요구된다. 각 상의 과 의 게이트  

신호의 경우 2.1 에서 언 한 기존 ZVT-PRC와 동일

한 방식으로 인가된다. 이때 의 경우 각 상의 의 

소 트 스 칭을 해 단일 소 트 스 칭 셀과의 경로

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와 턴-온 시 을   

동기화하여 함께 켜지게 한다. 2.1 에서 술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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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T-PRC는 Mode 4 구간에서 가 턴-오 되는     

동시에 이 턴-온되면서 
이 를 통해 출력 측으

로 달되는 경로를 형성한다. 그러나 제안하는 구조는 

의 상단에 이 연결된 구조로 기존과 동일한    

Mode 4 구간 형성을 해 가 턴-오  되더라도 

은 턴-온을 유지함으로써 2.1 의 Mode 4 구간과 동일

한 경로를 형성하며, 
이 0[A]가 된 이후 턴-오 한다.

이러한 게이트 신호는 그림 7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 될 수 있다. 모든 스 치의 게이트 신호는 스 칭 

시  동기화를 해 세 된 Initial Duty(Delay Duty + 

  Duty)를 가진 상태에서 형성되며, 의 경우 MCU

의 Rising Edge Delay Block을 이용하여 Delay Duty를 

제거하여 게이트 신호를 만든다. 한 의 게이트   

신호는 의 게이트 신호와 Initial Duty를 XOR gate

에 입력하여 Delay Duty만큼의 Duty를 갖는 게이트  

신호를 형성한다. 한 의 게이트 신호의 경우 앞서 

형성한 의 게이트 신호에 After Duty를 추가하여  

만들게 된다. 다른 상의 게이트 신호의 경우 다상 

Interleaved 구조를 고려한 의 상차 외 모든 동작 

모드는 동일하다. 한 이 턴-오 되어 소 트 스

칭 셀과 각 상이 분리된 경우 소 트 스 칭 셀의 동작 

유/무에 따른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구간의 시

로 각 상의   턴-온 구간(Mode 1, Mode 5)에 하여 

그림 6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며, 나머지 세부 동작 

모드는 2.1 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Mode 1 [t0⎼t1]: 는 이  동작 모드로부터 턴-온  

상태 유지를 통해 두 번째 상의 메인 스 치 류()

가 흐르고 있으며, 입력 측의 연료 지 스택을 통한  

폐루 를 형성하여 을 충 하고 있다. 이때 과   

Fig. 7. Block diagram of the gate signal.

의 턴-온에 따라 기존 ZVT-PRC의 Mode 1과     

동일한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각 상의 정상 동작은 

의 턴-온  의 턴-오 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 형  각 상의 동작에 서로 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 5 [t4⎼t5]: 해당 구간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의 턴-온 상태로 은 에 지를 충 하는   

동작을 하고 있으며, 이후 과 의 턴-온으로 두 번

째 상이 동작하게 된다. 이때도 가 턴-온되면서 


이 발생하게 되지만 첫 번째 상의 이 턴-오  상태

이므로 서로 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2상 Interleaved 구조  그 이상의 다상 구조

인 경우 제안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를 용 

시 그림 5와 같은 각 스 치에 한 게이트신호를 통해 

정상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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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eration modes of the proposed ZVT-PRC boos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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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Simulation waveforms according to resonance 

parameter.

3. 제안하는 컨버터 설계 시 고려사항

3.1 공진 라미터 설계 고려사항

앞서 제안하는 구조의 동작 모드 분석을 통해 의 

동작 유무에 따라 각 상이 소 트 스 칭 셀과 분리되

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동작을 보장하

기 해 의 턴-온 시간(
)은 식 (8)과 같이 상의   

개수에 따라서 제한되게 되며, 
에 따른 PSIM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8(a)–(c)와 같다. 특히 그림 8(c)과 

같이 식 (8)의 조건을 과할 경우 
이 0[A]까지 감소

하지 못하여 소 트 스 칭 셀의 소자들이 하드 스 칭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부터 까지 동작 구간을 

나타내는 
이 구간별 공진 라미터의 크기에 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 크게 설계되는 경우 

Mode 1과 Mode 4의 요구되는 시간이 증가하므로 
이 

증가되는 문제를 래한다.

    
     ≤




    (8)

그림 9(a)는 이에 한 시를 나타낸다.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Mode 2의 공진을 해 

 크기까지 상승구간

이 요구되므로    의 턴-온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한, 동일한 공진주 수를 유지할 경우 의 증가에  

따라 은 감소하게 되며 그림 9(b)와 같이 기울기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 턴-오  시 상승한

iLr ILr peak

IL

t

Lr

(a) Variation of 
 according to .

(b) Variation of  according to .

Fig. 9. Examples of changes in resonance parameter.

Fig. 10. Examples of free-wheeling occurrence.

기울기로 인하여 ZVS 턴-오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를 용 시 공진 

라미터를 설계할 때 의 턴-온 시간이 식 (8)을 만족

하는지에 한 검토가 요구되며 공진 라미터 설계  

방안은 기존 단상 ZVT-PRC 토폴로지의 설계 방법과 

동일하다[13].

3.2 공진 스 치() 선정 고려사항

제안하는 구조를 용 시 상의 개수당 하나씩의 이 

요구된다. 제안하는 구조에서   선정 시 역병렬 다이오

드가 없는 IGBT와 같은 소자를 용하는 것이 력반

도체 소자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데에 유리하다. 에 

MOSFET과 같이 역병렬 다이오드를 갖는 소자를 용

할 경우 그림 10과 같이 이 턴-온되어 있는 상황  

에서 의 ZVS 턴-온을 해 가 턴-온되어 의 

역병렬 다이오드와 를 통한 
의 환류 구간이 발생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 

만큼 증가하지 못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드 스 칭을 발생시키게  

되는 문제 을 갖는다. 하지만 동작 주 수가 상 으

로 높아 MOSFET를 용해야만 하는 경우 MOSFET 

+ Blocking Diode 구조를 용해야 하며, 이 경우 력

반도체 소자 1개가 추가되는 단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를 용하여 설계할 경우 동작   

주 수 역을 고려한   선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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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Unit

Output power  210 [kW]

Switching frequency  35 [kHz]

Voltage of FC-stack  340–630 [V]

Voltage of battery  530–830 [V]

Input current ripple ∆  <10 [A]

Output voltage ripple ∆  <20 [V]

Input inductor  197.86 [uH]

Output capacitor  200 [uF]

TABLE I

DESIGN CONSIDERATIONS OF 210[kW] HDC

Parameters Symbol Specification

Main switches, diodes 
 FF3MR12KM1

 Resonance, auxiliary switches    IXFN90N170SK

Auxiliary diodes  DSEI120_12A

Input inductor  126.21 [uH]

Output capacitor  200 [uF]

Resonance inductor   1.66 [uH]

Resonance capacitor  35 [nF]

TABLE Ⅱ

210[kW] ZVT-PRC BOOST CONVERTER SPECIFICATION

4. 제안하는 컨버터 용 가능성 검토

본 장은 제안하는 컨버터의 구성 방안에 한 타당성

을 검증한다. PSIM 시뮬 이션을 토 로 210[kW]  

수소 연료 지 차량용 애 리 이션에 용되는 HDC 

설계 사양 기반 제안하는 구성 방안의 성능평가를 수행

하고 5[kW]  HDC 축소 모델 설계를 통해 Test-bed를 

구축하여 용 가능성을 최종 으로 검토한다.

4.1 210[kW]  력 HDC 용 가능성 검토

표 1은 하드 스 칭 조건에서 설계된 기개발 HDC의 

설계 사양과 주요 라미터를 나타내며, 표 2는 

ZVT-PRC를 용하여 55[kHz]으로 상향된 주 수 조건

에서 재설계된 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2의 라미터를 

토 로 제안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에 한 

PSIM 시뮬 이션을 진행하 으며, 그림 11은 최  부하 

조건(210[kW])  최  승압 조건인 입력 압(340[V]), 

출력 압(830[V])에서 동작하는 HDC의 하나의 상에 

한 시뮬 이션 형을 나타낸다.

그림 11(a)의 
과 

에 한 시뮬 이션 형을 

통해 식 (8)을 만족하도록 이 설계되었음을 단할 수 

있다. 한 그림 11(b), (c)를 통해 의 ZVS 턴-온  

턴-오  그리고 의 ZVS 턴-온과 ZCS 턴-오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1(d), (e)를 통해 와 가 

각각 ZCS 턴-온과 ZCS 턴-오 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Fig. 11. Simulation waveforms of the proposed three-phase 

ZVT-PRC boost converter.

Fig. 12. Volume comparison according to design conditions.

Fig. 13. Efficiency comparison according to design conditions.

 

이러한 각 부 형들을 통해 제안하는 구조 용 시 

기존의 ZVT-PRC와 동일한 소 트 스 칭 동작을 수행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추가되는 의 경

우에도 그림 11(f)을 통해 ZCS 턴-온과 ZVS 턴-오 를 

통한 소 트 스 칭 동작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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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Unit

Output power  5 [kW]

Switching frequency  55 [kHz]

Voltage of FC-stack  300-450 [V]

Voltage of battery  400-550 [V]

Input current ripple ∆  < 0.47 [A]

Output voltage ripple ∆  < 20 [V]

TABLE Ⅲ

DESIGN CONSIDERATIONS OF 5[kW] HDC

Parameters Symbol Specification

Main, auxiliary switches   C2M0280120D

 Resonance switches  IGW15N120H3

Main, auxiliary diodes  SCS210KE2

Input inductor  1.76 [mH]

Output capacitor  3.3 [uF]

Resonance inductor   83.73 [uH]

Resonance capacitor  1 [nF]

TABLE Ⅳ

PROPOSED INTERLEAVED ZVT-PRC BOOST 

CONVERTER SPECIFICATION

그림 12와 그림 13은 3상 기 의 하드 스 칭 조건, 

다상 소 트 스 칭 셀과 단일 소 트 스 칭 셀 

조건에서의 부피  효율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효율의 

경우 수소연료 지 차량용 HDC의 주 사용 압 조건인 

660[V]에 한 효율을 나타내었다. 하드 스 칭 조건 

비 기존의 각 상에 소 트 스 칭 셀을 용하는 

경우 효율은 최  2.78%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단일 

소 트 스 칭 셀 용 시 다상 소 트 스 칭 셀 구조에 

비해 최  약 0.05% 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감소 요인은 제안하는 구조에서 추가되는    

에서 발생하는 도통 손실에 의한 것이며 그림 11(f)처럼 

소 트 스 칭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비교  작은 효율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부피의 경우 다상 소 트 스 칭 

셀 구조는 하드 스 칭 비 약 33.58% 수  

감소하 으며,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 용 시 

추가 으로 약 9.88% 수  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각 상을 연결하기 한 이 요구되나 상의 개수에 

따라 요구되는  ,  , 가 1개만 추가됨으로써 다상 

소 트 스 칭 셀 비 효율이 최  0.05% 감소하나 

부피 감에 한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4.2 5[kW]  HDC 축소 모델 기반 검증 시험

제안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 구조 용 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보유 장비 사양을 고려하여 표 

3과 같은 사양을 선정하 다. 그림 14와 같이 5[kW]   

Fig. 14. 5 [kW] Three-phase HDC Test-bed.

Fig. 15. Gate signal of the proposed three-phase ZVT-PRC 

boost converter.

3상 Interleaved 구조의 HDC 축소 모델을 설계하 으며, 

검증 실험에 용된 라미터는 표 4와 같다. 이때 

3.2 에서 언 한 사항을 토 로 은 역병렬 

다이오드가 없는 IGBT를 용하 다. 5[kW]  HDC 

축소 모델의 주요 형은 210[kW]  HDC와 압/ 류 

조건 외 각 부의 형 양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5[kW]  

HDC의 시뮬 이션 형은 본 에서는 언 하지 않는다.

그림 15는 각 스 치의 게이트 신호에 한 실험 

형을 나타내며, 3상 Interleaved 구조에 따라 각 상이 

120도의 상차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2.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과 는 턴-온 시 이 동기화되고, 이후 

  턴-온 시 는 턴-오 되나 Mode 4를 만족하기 

해 은 에 비해 늦게 턴-오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 신호를 인가하여 설계 사양과 동일

한 입/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부하 조건별 정상 동작

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16은 최  출력 

압 550[V] 조건에서 1, 3, 5[kW]에 한 실험 동작 

형을 나타낸다. 
의 형을 통해 식 (8)을 만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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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433[V],  = 550[V],  = 1[kW]

(b)  = 366[V],  = 550[V],  = 3[kW]

(c)  = 300[V],  = 550[V],  = 5[kW]

Fig. 16. Experimental waveforms of the proposed three-phase 

ZVT-PRC boost converter.

 

공진 라미터가 설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한 
과 

같아지는 지 에서 
에 정  류가 더해진 형을 

통해 공진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 압 

한 공진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상의    의 소 트 스 칭이 정상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의 

기존 구성 방안과 제안하는 구성 방안의 효율  

부피에 한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단일 

소 트 스 칭 셀의 효율은 다상 소 트 스 칭 셀에 

비해 최  약 0.04% 정도 감소하나 부피는 약 10.4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10[kW]  HDC 

분석 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상의 개수가 증가하거나 
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 소 트 스 칭 셀의    력반도체 

소자의 부피 증가로 인해 제안하는 구조를 용 시의 

부피 감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을 토 로 제안하는 구조의 합성을 

검증하 다.

Fig. 17. Volume comparison of three-phase between the 

conventional ZVT-PRC and proposed ZVT-PRC.

Fig. 18. Efficiency comparison of three-phase between the 

conventional ZVT-PRC and proposed ZVT-PRC.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상 Interleaved Boost 컨버터의 단일 

소 트 스 칭 셀 용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ZVT-PRC Boost 컨버터의 구조  동작 원리에 해 

모드별 수식분석을 진행하 으며, 설계 시 공진 

라미터와 스 치 선정에 한 고려사항을 분석하 다. 

210[kW]  3상 HDC에 한 PSIM 시뮬 이션을 

통하여 용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5[kW]  3상 HDC 

Test-bed를 구성하여 축소 모델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도 각 부 소자들의 소 트 

스 칭 동작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구조를 용 시 

소 트 스 칭 셀이 각 상에 용되는 경우에 비해 

력 변환 장치의 부피가 5[kW]  3상 기  최  

10.48%까지 감됨을 확인함으로써 제안하는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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