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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의 충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차량 탑재형 충 기(On-board Charger, OBC)

를 이용하는 유선 충 과 자기  결합을 통해 배터리를 

무선 충 하는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Inductive 

Power Transfer, IPT)으로 구분된다. 유선 충  회로는 

PFC(Power Factor Correction) 컨버터와 DC-DC 컨버

터로 구성되는 데 반해 IPT 시스템은 PFC 컨버터, IPT 

컨버터, DC-DC 컨버터로 구성된다. 이처럼 유선 충  

 무선 충  방식은 력변환 회로 구조의 상이함으로 

인해 호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자동차의 상용화  

충  편의성을 하여 차량 탑재형 유·무선 통합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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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EV charging systems. (a) Wired

charging, (b) Wireless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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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red/wireless integrated EV charging system.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통합 충  시

스템은 유선  무선 충  방식의 회로를 결합하여 구

성하므로 차량 탑재 고려 시 시스템의 부피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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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필수 이다. 따라서 통합 충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유선 충  시스템과 무선 충  시스템의 공통 부

분을 결합하여 구성한다[2]. 통합 충  시스템에서 

totem-pole 컨버터는 유선 충  시 PFC 컨버터, 무선 

충  시 정류기로 동작하며, DC-DC 컨버터는 배터리의 

충  압  류를 제어한다. DC-DC 컨버터 공유를 

해서는 유·무선 충  특성을 고려한 DC-DC 컨버터 

토폴로지 선정이 필요한데, IPT 시스템은 력 패드를 

이용한 기  연 확보에 따라 비 연형 컨버터 사용

이 가능하지만, 유선 충  방식은 연형 컨버터를 요구

한다[3]. 따라서 통합 충  시스템의 DC-DC 컨버터는 

연형 토폴로지를 사용해야 하며 LLC 공진형 컨버터

(LLC resonant converter)를 용하면 압 스 칭

(Zero Voltage Switching, ZVS) 특성을 이용한 고효율 

동작  고 력 도 달성이 가능하다[4],[5]. 하지만 LLC 

공진형 컨버터를 통합 충  시스템에 용할 경우 

DC-link 압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 유선 충 의 경

우 PFC 컨버터에 의하여 DC-link 압이 일정하게 유

지되는 반면, IPT 시스템은 력 패드 간 결합계수에 

의하여 DC-link 압이 결정된다. 결합계수는 패드의 

치에 따라 변화하며 무선 충  상황에서의 다양한 주차 

조건을 고려할 때 DC-link 압은 넓은 범 를 갖는다. 

LLC 컨버터가 동작 주 수 제어만으로 배터리 충  제

어를 수행하는 경우 큰 DC-link 압이 인가되면 압 

이득 감소를 하여 동작 주 수가 크게 증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스템 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통합 충  

시스템에서 LLC 컨버터의 고효율 동작을 하여 동작 

주 수 역을 감소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합계수에 따라 풀 릿지, 상 천이(Phase 

Shift, PS), 하 릿지 제어를 용하여 LLC 컨버터 공

진 네트워크 입력 압을 제한하고 LLC 컨버터 동작 

주 수 범 를 감소하 다. 하지만 PS 제어 용 시 

LLC 컨버터 입력 류의 증가로 턴오  손실과 도통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하

여 PS 제어를 체할 LLC 컨버터 설계  제어 방안이 

필요하다[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2[kW]  기자동차용 통합 

충  시스템에서 넓은 입력 압 범 를 갖는 LLC 컨

버터의 고효율 동작을 하여 LLC 컨버터 변압기의 권

선비를 감소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DC-link 압 크기에 

응하여 권선비를 감소하는 경우 2차 측 압 감소를 

통해 배터리 압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

작 주 수 역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변압기 권선

비 감소 시 압  류 변화에 따른 향을 고려하여

야 하므로 권선비 가변형 LLC 컨버터의 동작에 따른 

효율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선비 가

변 LLC 컨버터의 설계를 하여 JMAG 시뮬 이션을 

통해 결합계수 변동 범 를 도출하고 LLC 컨버터의 설

계 사양을 제시한다. 이후 LLC 컨버터의 라미터에 따

른 압 이득 양상을 분석한 후 LLC 컨버터  변압기 

라미터를 선정한다. LLC 컨버터 라미터 선정 후, 

DC-link 압에 따른 효율 분석을 진행하고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설계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통합 충  시스템 구성

2.1 DC-link 압 범   LLC 컨버터 설계 사양

그림 3은 유·무선 통합 충  시스템의 체 회로도를 

나타낸다. 유선 충  회로는 PFC 컨버터-LLC 컨버터, 

무선 충  회로는 PFC 컨버터-IPT 컨버터-LLC 컨버터 

구조로 구성되며 두 충  회로는 DC-link 커패시터를 

공유한다. 이때 DC-link 압은 IPT 컨버터에 의해 넓

은 범 를 가지므로 LLC 컨버터 설계를 해서는 IPT 

컨버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 충  시스템의 무선 충  회로에서, 충  인 라

의 력은 원형 송·수신 패드(Circular Pad, CP)를 통해 

차량 측으로 달된다. IPT 컨버터는 송·수신 패드의 약

한 자기  결합으로 인하여 큰 설 인덕턴스를 가지므

로 시스템의 VA 정격을 감소하기 한 보상 네트워크

가 요구된다[9]. 통합 충  시스템은 LLC 컨버터가 배터

리 충  제어의 부분을 담당하므로 IPT 컨버터의 보

상 네트워크는 정 압(Constant Voltage, CV) 출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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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ircuit configuration of the wired/wireless integrated EV 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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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Input voltage, VIPT.in 600 [V]

Lin 22.837 [μH]

Cp 153.52 [nF]

Cf 17.951 [nF]

Cs 26.921 [nF]

Lp 199.82–218.15 [μH]

Ls 130.23–137.80 [μH]

Resonant frequency, fr,IPT 85 [kHz]

TABLE I  

PARAMETERS OF IPT CONVERTER

Parameter Value

x-axis misalignment ±75 [mm]

y-axis misalignment ±100 [mm]

z-axis misalignment 100–170 [mm]

WPT2 VA pad size 350·350 [mm·mm]

WPT2 GA pad size 650·510 [mm·mm]

TABLE Ⅱ 

JMAG SIMULATION PARAMETERS FOR DERIVING 

THE RANGE OF VARIATION OF THE COUPLING 

COEFFICIENT

Parameter Value

DC-link voltage, VDC 430–1240 [V]

Output power, Po 7.2 [kW]

Voltage of battery, VBatt 440–820 [V]

Voltage gain, GV,total 0.355–1.907

Resonant frequency, fr 300 [kHz]

Switching frequency, fsw 170–450 [kHz]

TABLE Ⅲ

DESIGN SPECIFICATION OF LLC CONVERTER FOR 

INTEGRATED EV CHARGING SYSTEM

성을 갖는 토폴로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10]. CV 

특성을 갖는 보상 네트워크  LCCL-S 토폴로지는 결

합계수  부하 변동에 따라 - 상각(Zero-phase 

Angle, ZPA) 주 수의 변화가 작고, 공진 주 수 동작 

시 직렬 연결된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송신 패드의 류 

크기를 조 할 수 있다[10],[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

합 충  시스템의 IPT 컨버터 보상 네트워크로서 

LCCL-S 토폴로지를 선정하 고, 보상 네트워크를 비롯

한 IPT 컨버터의 라미터를 표 1에 나타내었다. 

LCCL-S 토폴로지를 용한 IPT 컨버터는 공진 주 수 

동작 시 출력 부하에 무 하게 일정한 출력 압을 유

지할 수 있지만, 결합계수에 비례하여 출력 압이 증가

하며 결합계수 k와 DC-link 압 VDC의 계는 식 (1)

과 같이 나타난다.

z

xy

VA PAD

GA PAD

Fig. 4. JMAG simulation configuration in accordance with

SAE J2954 standard.

(a) z = 100 [mm]

(b) z = 170 [mm]

Fig. 5. Distribution of coupling coefficient of the IPT 

converter by separation distances of the power transfer pads.

 






 (1)

결합계수에 의한 DC-link 압 범 를 도출하기 하

여 그림 4와 같이 SAE J2954 규격에 따라 JMAG 시뮬

이션을 구성하고 표 2의 조건에서 력 패드 정렬 상

태에 따른 결합계수를 도출하 다. JMAG 시뮬 이션을 

통해 도출한 IPT 컨버터의 결합계수 분포도를 그림 5에 

나타냈고, 그림 5(a)는 z = 100[mm], 그림 5(b)는 z = 170 

[mm]인 경우이다. 그림 5에서 IPT 컨버터의 결합계수는 

x, y, z축 정렬 오차 모두에 해 감소하며 패드 간 최

 이격에서 k = 0.099, 최소 이격에서 k = 0.286으로 나타

났으며 IPT 컨버터의 결합계수는 최소 비 약 2.89배 

증가한다. IPT 컨버터의 출력 압, 즉 DC-link 압은 

식 (1)에 의해 결합계수와 비례하므로 최소 비 약 

2.89배 증가하며, IPT 컨버터 라미터와 VDC 범 를 

고려한 LLC 컨버터 설계 사양을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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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ircuit configuration of LLC converter and voltage 

gain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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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posed LLC converter with adjustable turn ratio 

of transformer.

2.2 LLC 컨버터 stage gain

그림 6은 LLC 컨버터와 각 부에 따른 압 이득을 

나타내며 LLC 컨버터의 체 압 이득 GV,total은 식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V,bridge는 스 칭 릿지에 따

른 압 이득이며 full bridge 동작 시 1, half bridge 동

작 시 0.5이다. n은 식 (3)과 같이 변압기 1차 측 권선 

수 NP에 한 2차 측 권선 수 NS에 따른 권선비를 의

미한다.


             (2)









               (3)

LLC 컨버터의 공진 네트워크 압 이득 GV,LLC는 식 

(4)와 같이 Fx, m, Q-factor에 의하여 결정된다[12]. Fx는 

공진 주 수 fr로 정규화된 동작 주 수 fsw를 의미하고 

Fx와 fr은 각각 식 (5), 식 (6)과 같다. m은 1차 측 총 

인덕턴스와 공진 인덕턴스 Lr의 비율이며 식 (7)과 같이 

나타난다. LLC 컨버터의 Q-factor는 식 (8)과 같이 등

가 부하 항 Rac에 반비례하고, 이때 Rac는 식 (9)와 같

이 부하 항 RL과 (1/n2)에 비례한다. 식 (4)–(9)에서 

m과 Q-factor는 공진 네트워크 라미터  등가 부하 

항으로 결정되고 LLC 컨버터는 동작 주 수 가변을 

통해 배터리 충 을 한 압 이득 제어를 수행한다. 

하지만 본 논문과 같이 넓은 입력 압 범 를 갖는 

LLC 컨버터는 압 이득 조건을 만족하기 해 동작 

주 수 범 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스

칭 손실이 증가해 시스템 효율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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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통합 충  시스템에서 LLC 컨버터의 넓은 입력 압

에 의한 동작 주 수 역 증가를 해결하기 하여, 기

존 연구에서는 DC-link 압에 따라 LLC 컨버터에 풀

릿지 제어와 더불어 PS, 하 릿지 제어를 용하여 

공진 네트워크 입력 압 VDC.in을 감소하는 방안을 

용하 다[6]. 하지만 PS 제어는 풀 릿지 동작과 비교 시 

유효 력 달 구간이 감소하여 동일 출력 조건에서 입

력 류의 크기가 증가한다. LLC 컨버터는 턴오  시 

하드 스 칭으로 동작하므로 PS 제어로 인한 입력 류 

증가는 턴오  손실을 증가시키며, 순환 류 구간에 의

한 도통 손실 한 증가한다[7],[8]. 한, PS 제어 시 정

류단 다이오드의 압 스트 스가 증가하므로 PS 제어

를 체할 설계 방안이 필요하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그림 7과 같이 DC-link 압에 따라 LLC 컨버터의 

권선비를 가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LLC 컨버터 변압

기 2차 측 탭에 양방향 스 치 소자를 연결한 후 

DC-link 압에 따라 스 치를 on, off 하여 권선비를 

조 한다. 이를 통해 변압기 2차 측에 달되는 압을 

조 하여 높은 DC-link 압에서 압 이득 조건을 만

족할 수 있다.

3. 권선비 가변형 LLC 컨버터

3.1 LLC 컨버터 공진 네트워크 설계

LLC 컨버터의 압 이득은 식 (4)와 같이 공진 네트

워크 라미터와 등가 부하 항 Rac에 의해 결정되는

데, Rac는 식 (9)에 의해 변압기 권선비 n과 부하 항

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권선비 가변형 LLC 컨버터를 

설계할 때는 출력 부하와 공진 네트워크 라미터, 변압

기 권선비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LLC 컨버터 라미터 선정에 앞서 LLC 컨버터의 압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7, No. 3, June 2022               241

이득 그래 를 임의의 설계 라미터별로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그림 8(a)는 Lm = 40[μH], m = 8, n = 1의 조건

에서 LLC 컨버터의 압 이득을 배터리 압별로 나타

낸 그래 이다. 배터리 압 증가 시 부하 항 RL이 

증가하며 식 (8), (9)로 인해 Q-factor가 감소하여 압 

이득은 증가한다. 그림 8(b)는 VBatt = 630[V], m = 8, n = 

1의 조건에서 자화 인덕턴스 변화에 따른 LLC 컨버터

의 압 이득 그래 이다. 그림 8(b)과 같이 m이 일정

한 조건에서 Lm이 증가할 때 식 (7)에 의해 Lr이 증가하

고, 공진 주 수 조건에 의해 Cr은 감소한다. 따라서 식 

(8)에 의하여 일정한 m에서 Lm의 증가는 Q-factor의 증

가를 유도하고 LLC 컨버터의 압 이득은 감소한다. 그

림 8(c)는 VBatt = 630 [V], Lm = 40[μH], n = 1의 조건에서 

인덕턴스 비에 따른 LLC 컨버터의 압 이득이다. 일정

한 Lm에서 m 증가 시 Lr은 감소하며 공진 주 수 조건

에 의한 Cr의 증가로 Q-factor는 감소한다. 한, 

Q-factor 감소와 함께 식 (4)에서 m의 향에 의해 

LLC 컨버터의 압 이득이 증가한다. 그림 8(d)는 Lm = 

40[μH], VBatt = 630[V], m = 8일 때 변압기 권선비에 따

른 LLC 컨버터 압 이득 그래 이다. n 증가 시, 식 

(9)로 인해 Rac는 감소하고 Q-factor가 증가하여 GV,LLC

는 감소한다. 하지만 LLC 컨버터의 공진 네트워크 압 

이득은 Q-factor와 무 하게 공진 주 수에서 항상 1이

며, 변압기 권선비에 의한 압 이득 증가로 인하여 

GV,total은 공진 주 수 부근에서 증가한다. 고려한 사항

을 바탕으로 변압기 권선비 가변을 고려한 LLC 컨버터

의 공진 네트워크 라미터를 표 4에 나타내었다.

3.2 변압기 설계  LLC 컨버터 동작 모드

본 에서는 넓은 DC-link 압 범 에 응하기 

하여 n≤1의 권선비를 갖는 변압기를 설계한다. 변압기 

코어의 형상은 PQ5050으로 선정하 으며 코어의 재질은 

낮은 철손을 갖는 PC95로 선정하 다. 코어의 포화 자

속 도 Bmax는 LLC 컨버터의 동작 주 수 역을 고

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철손에 의한 온도 상승과 PC95

의 자기 포화를 방지하기 하여 250[mT]로 설정하

다. Bmax는 식 (10)과 같이 나타나며, ILm,peak는 자화 

류의 최댓값, Ae는 코어의 유효 단면 을 의미한다. 변

압기 권선은 표피 효과와 류 정격을 고려해 직경 

0.06[mm], 500가닥의 litz wire를 사용하 다. 

                 max 






               (10)

Litz wire의 단면 과 변압기 코어의 창면 에 따른 

0

0.5

1

1.5

2

0.2 0.4 0.6 0.8 1 1.2 1.4 1.6 1.8

GV,total

Fx

VBatt = 820V

VBatt = 630V

VBatt = 440V

0

0.5

1

1.5

2

0.2 0.4 0.6 0.8 1 1.2 1.4 1.6 1.8

GV,total

Fx

Lm = 40μH 

Lm = 60μH 

Lm = 80μH 

Lm = 100μH 

(a) (b)

0

0.5

1

1.5

2

0.2 0.4 0.6 0.8 1 1.2 1.4 1.6 1.8

GV,total

Fx

m = 10

m = 8
m = 6

m = 4

m = 2

0

0.5

1

1.5

2

0.2 0.4 0.6 0.8 1 1.2 1.4 1.6 1.8

GV,total

Fx

n = 1

n = 1.4

n = 1.8

n = 0.8

n = 0.6

(c) (d)

Fig. 8. Total voltage gain of LLC converter in accordance with design parameters. (a) Voltage of battery, (b) Magnetizing

inductance, (c) Inductance ratio, (d) Turn ratio of transformer.

Parameter Value

Resonance inductance, Lr 10.452 [μH]

Magnetizing inductance, Lm 52.259 [μH]

Inductance ratio, m 6

Resonance capacitor, Cr 26.927 [nF]

TABLE Ⅳ

RESONANT NETWORK PARAMETERS OF PROPOSED 

LL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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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winding

Secondary 
winding

WS1

WS2

WS3

Fig. 9. The multi-tap transformer with adjustable 

turn-ratio. (a) Configuration of the transformer, (b) The 

winding method of the transformer to minimize the change 

in leakage inductance due to turn-ratio changing.

Parameter Value

Core PQ5050 (PC95)

Litz wire 0.06·500 [mm·strands]

Np :NS1 16:16

Np :NS2 16:14

Np :NS3 16:12

TABLE V

TRANSFORMER PARAMETERS OF PROPOSED

LLC CONVERTER

권선 수, 코어의 포화 자속 도, LLC 컨버터의 압 

이득 양상을 고려하여 표 5의 라미터를 갖는 변압기

를 제작하 다. 그림 9(a)는 제작한 변압기의 외형을 나

타내며, 그림 9(b)는 권선비 가변 동작에 따른 설 인

덕턴스 변화를 고려한 변압기 권선 방식을 나타낸다. 

간 탭을 용한 변압기는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

선 간의 물리  치 차이에 의해 설 인덕턴스 오차

가 발생한다[14]-[16].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LLC 컨버터의 

변압기는 2개의 탭을 가지므로 3개의 2차 측 권선이 존

재한다. 따라서 2차 측의 각 권선 WS1, WS2, WS3 과 1

차 측 권선 간 물리  치 차이를 최소화하기 해 그

림 9(b)와 같이 변압기를 구성하 다. 표 6은 구성한 변

압기의 설 인덕턴스를 권선비별로 측정한 결과이며 

변압기의 설 인덕턴스는 최소 기  약 9% 변화하

다. 제작한 변압기의 설 인덕턴스를 고려하여 7.28[μ

H]의 인덕터를 추가하여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공진 네트워크 구성 후 권선비 변화에 따른 라미터 

변화를 표 7에 나타내었으며, 변압기의 권선비에 따른  

Turn-ratio Leakage Inductance

Np :NS1 3.09 [μH]

Np :NS2 2.84 [μH]

Np :NS3 2.97 [μH]

TABLE Ⅵ

LEAKAGE INDUCTANCE OF THE TRANSFORMER 

ACCORDING TO TURN-RATIO

Turn-ratio Lr fr

Np :NS1 10.37 [μH] 301.18 [kHz]

Np :NS2 10.12 [μH] 304.88 [kHz]

Np :NS3 10.25 [μH] 302.94 [kHz]

TABLE Ⅶ

RESONANCE NETWORK PARAMETER ACCORDING TO 

TURN-RATIO OF THE TRANSFORMER

Mode VDC [V] NP 

:NS Switching Bridge

I 430–780 16:16

Full bridgeII 780–810 16:14

III 810–850 16:12

IV 850–1240 16:16 Half bridge

TABLE Ⅷ 

OPERATING MODE OF PROPOSED LLC CONVERTER 

BY DC-LINK VOLTAGE

Parameter Value

Mode I 198–447 [kHz]

Mode II 237.5–448 [kHz]

Mode III 216–447 [kHz]

Mode IV 195–441 [kHz]

TABLE Ⅸ

RANGE OF THE SWITCHING FREQUENCY OF 

PROPOSED LLC CONVERTER ACCORDING TO THE 

OPERATION MODE

 

공진 주 수 변화는 최  1.63%로 미미하 다. 구성한 

LLC 컨버터의 동작 주 수 범 를 고려한 동작 모드를 

표 8에 나타내었으며, LLC 컨버터는 력 패드 정렬 상

태로 결정된 DC-link 압에 따라 I-IV  하나의 동작 

모드를 선택하여 배터리 충  제어를 실행한다. 를 들

어 력 패드 간 정렬 오차가 0인 경우 DC-link 압은 

1240[V]로 결정되므로 제안하는 LLC 컨버터는 Mode 

IV에서 동작한다. 정렬 오차가 최 일 때는 DC-link 

압이 430[V]로 결정되어 Mode I에서 동작하며 배터리 

충  제어를 시행한다. 제안하는 LLC 컨버터의 동작 모

드에 따른 동작 주 수 범 는 표 9와 같으며, 이는 표 

3에서 제시한 동작 주 수 범 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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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MOSFET C2M0045170D

On resistance 45 [mΩ]

Diode forward voltage 4.1 [V]

Back-to-back switch STY145N65M5

On resistance 0.12 [mΩ]

Diode forward voltage 1.5 [V]

Diode C5D10170H

Forward voltage 1.8 [V]

TABLE X

SYSTEM COMPONENT OF PROPOSED LL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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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ss of the LLC converter according to the 

existing design method and the proposed.

3.3 LLC 컨버터 손실 분석

제안하는 설계  제어 방안의 이론  효율 비교를 

하여 표 10과 같이 LLC 컨버터의 소자를 선정하고 

손실 분석을 진행하 다. LLC 컨버터의 손실 분석은 실

험 여건상 3.6[kW]의 출력에서 진행하 고, 7.2[kW] 출

력의 LLC 컨버터와 동일한 압 이득을 갖는 라미터

를 바탕으로 손실 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 시 고려한 

손실 요소는 MOSFET의 Rds(on)으로 인한 도통 손실과

턴오  손실, 변압기 손실과 정류단 다이오드의 도통 손

실이다[1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LC 컨버터의 설계 방

식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VDC = 780–850[V]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하여 PSIM 시뮬 이션을 바탕으로 이론  손실을 계

산하고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VBatt = 440[V]인 조건에서

는 입력 류 감소에 따른 도통 손실  턴오  손실의 

감소로 인하여 제안하는 LLC 컨버터의 손실이 낮게 나

타난다. 하지만 VBatt = 630[V]와 VBatt = 820[V]일 때는 강

압형 권선비로 인해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에 인가되

는 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화 류 증가율이 높

아져 변압기 손실이 증가한다. 한편, 권선비 가변 동작

으로 동작 주 수 역이 감소함에 따라 제안하는 설계 

방안에 의한 스 칭 손실이 모든 출력 압 조건에서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DC-link 압 조건에서의 효율 

비교를 하여 VDC = 780–850[V] 구간에서 DC-link 압 

 배터리 압에 따른 제안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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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iciency graphs of existing design method and

the proposed design method according to VDC.

Fig. 12. The test-bed of 3.6 [kW] IPT system in wired/wireless 

integrated EV charging system.

 

이론  효율 그래 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낮은 출력 압 조건에서 권선비 가변을 용한 LLC 

컨버터의 효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낮은 VBatt 조건 비 높은 VBatt 조건에서 두 방식의 

효율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

계를 통해 앞서 언 한 단 들을 갖는 PS 제어를 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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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그림 12는 기자동차 충 용 유·무선 통합 충  시

스템의 test bed를 나타낸다. 그림 13은 통합 충  시스

템의 test-bed에서 IPT 컨버터와 LLC 컨버터를 동시 

동작하고 출력 력이 3.6[kW]일 때 PS 제어  권선비 

가변 LLC 컨버터의 동작을 입력 압별로 나타낸 형

이다. 앞서 언 하 듯, 두 제어 방식은 VDC = 780–

850[V]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IPT 컨버터의 출력 

압이 780, 840[V]가 되도록 GA  VA 패드의 이격 

거리를 조정하 으며, 그에 따른 IPT 컨버터 출력 형

은 13(a), 13(b)와 같다. 그림 13(c)와 그림 13(d)는 각 

제어 방식에 따라 VDC = 780 [V] 조건에서 VBatt = 440[V]

의 출력을 갖는 LLC 컨버터 동작 형이다. 한, VDC 

= 840[V]일 때 VBatt = 440[V] 출력을 갖는 LLC 컨버터 

동작 형은 13(e), 13(f)와 같다. 앞서 언 하 듯 PS 

제어 시 유효 력 달 구간의 감소로 인하여 입력 

류의 크기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턴오  류의 크기도 

증가한다. 그림 14는 PS 제어 방식  권선비 가변 방

식에 따른 통합 충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 그래 이

다. VDC의 크기가 같을 경우 IPT 컨버터의 동작은 동일

하기 때문에 두 비교 조건에서 IPT 컨버터의 효율은 동

일하다. 따라서 각 비교 조건에서의 효율 차이는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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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easured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system 

according to the existing design method and the proposed.

컨버터의 손실에 좌우된다. 그림 14에서 VDC = 840[V], 

VBatt = 820[V] 조건일 때 제안하는 방식의 효율이 더 높

게 측정되는데, 이는 하드웨어 검증 진행 시 측정된 

LLC 컨버터의 동작 주 수가 PSIM에서의 동작 주 수

에 비해 감소하 고 그에 따른 손실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효율 측정 결과, DC-link 압이 840[V]일 때

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통합 충  시스템의 효

율이 항상 높게 나타났으며, DC-link 압이 780[V]일 

때 VBatt = 440[V]에서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제안하는 

LLC 컨버터 설계  제어 방안으로 PS 제어 방식을 

체할 수 있다.

VDC : 350V/div.

5 µs/div.

VIPT.in : 350V/div.

IIPT.in : 10A/div.
VIPT.pole : 350V/div.

5 µs/div.

VDC : 350V/div. VIPT.in : 350V/div.

IIPT.in : 10A/div.VIPT.pole : 350V/div.

(a) IPT Converter (VDC = 780 [V]) (b) IPT Converter (VDC = 840 [V])

V
Batt

: 500V/div.

1 µs/div.

V
DC 

: 350V/div.

I
LLC.in 

: 10A/div.
V

DC.in 
: 350V/div.

V
Batt

: 500V/div.

1 µs/div.

V
DC 

: 350V/div.

I
LLC.in 

: 10A/div.
V

DC.in 
: 350V/div.

(c) Phase-shift (VDC = 780 [V], VBatt = 440 [V]) (d) Turn-ratio adjustment (VDC = 780 [V], VBatt = 440 [V])

V
Batt

: 350V/div.

1 µs/div.

V
DC 

: 350V/div.

I
LLC.in 

: 10A/div.V
DC.in 

: 350V/div. 1 µs/div.I
LLC.in 

: 10A/div.
V

DC.in 
: 350V/div.

V
Batt

: 350V/div. V
DC 

: 350V/div.

(e) Phase-shift (VDC = 840 [V], VBatt = 440 [V]) (f) Turn-ratio adjustment (VDC = 840 [V], VBatt = 440 [V])

Fig. 13. Experimental waveforms of the wireless charging unit of the integrated 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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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용 유·무선 통합 충  시스

템에서 넓은 입력 압 범 를 갖는 LLC 컨버터의 권

선비를 가변하는 설계 방식을 제안하 다. LLC 컨버터

의 입력 압 범  도출을 하여 JMAG 시뮬 이션을 

통해 결합계수 범 를 도출하고 설계 사양을 제시하

다. 권선비 가변형 LLC 컨버터의 설계를 하여 압 

이득 변화를 고려한 공진 네트워크  변압기 라미터

를 선정하 고, 설 인덕턴스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  탭 변압기를 제작하 다. 선정한 라미터를 바탕

으로 권선비 가변 동작과 phase-shift 제어에 따른 손실 

분석을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유·무선 통합 충  시스

템의 동작을 구 하고 각 제어 방식에 따른 효율 비교

를 통하여 제안하는 설계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고효율 

동작에 유리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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