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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용 2kW급 양방향 LDC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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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2KW Power Bidirectional LDC for Electric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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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풀브리지 컨버터와 2차측은 전류더블러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용 양방향 LDC를 개발하였다.
LDC는 한쪽의 DC입력을 다른쪽의 DC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컨버터이며, 본 논문에서 개발된 컨버터는 양방향
으로 전력전달이 가능하다. 개발된 LDC는 1400W에서 90%의 효율을 보이고 2KW에서 약 85%정도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bidirectional LDC(Low DC-DC converter) for vehicle which is composed of a full bridge converter
and a current doubler at the second side. The LDC is a converter that converts DC input from one side to DC output on the other
side, and the converter which was developed in this thesis is capable of transferring power in both directions.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developed LDC has 90% efficiency at 1400W and approximately 85% efficiency at 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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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목표는 우리

고유가, 온실가스,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도심지
역에서의 청정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

나라와는 달리 매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형 전기
자동차(소형, 경량, 고효율)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

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규제 법규강화로 인해 전
기자동차의 수요가 향후 2020년경에는 폭증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해서는 소형 고효율 개념의 전기자동차 개발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자동차용 전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국에서 심각해서 최근 중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 생산 연간 200
만대를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발표하였다. 계획

력변환 장치의 활발한 연구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xEV로 발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충전장
치와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차량 내 전장장치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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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달하는 전력변환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한 토폴로지는 신뢰성이 좋아서 하나의 컨버터로 구

있다.

성이 가능하여 컨버터의 크기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양방향형 LDC(: Low voltage
DC-DC voltage converter)[1-3]는 고전압배터리의
전기에너지와 자동차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 전력공
급을 하는 저전압배터리 간에 전력전달을 하는 역할
을 하는 장치이다. 다시 말해 LDC는 48V DC 급의
고전압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12 VDC 급 저전압으
로 강압하여 차량 내 전자장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고, 12 VDC 급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
할을 한다[4-5]. 이러한 LDC는 HEV에서 EV로 넘어
가는 최근의 추세로 미루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
게 될 것이다.

부품 숫자를 줄여 제품의 생산단가 또한 낮추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양방향 풀브리지 DC-DC 컨버터의 게이트 신호는
(   )와 (   )의 위상각이 180° 차이가 나며,
(   )와 (  ), (   )과 (   )는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하며, (   )와 (   ), (   )과 (   ) 각각의 신
호 사이에는 Dead-time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제안
한 양방향 풀브리지 DC-DC 컨버터의 동작파형을
나타낸다. (  ,  )은 변압기의 전압, 전류 파형을
나타내며 (    )는 인덕터 전류를 나타낸다.
S1 , S4
S 2 , S3

Ⅱ. LDC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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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양방향 풀브리지 LDC의 토폴로지
Fig. 1 Proposed topology of full-bridge bidirectional
LDC

본 논문에서 다루는 LDC와 일반 컨버터의 차이점
은 전기적 특성보다는 기능과 내구성능 간에 차이라
고 할 수 있다. LDC는 실제 차량운행 중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전압 및 출력전압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기존 산업용, 가정용 컨버터는 고정
입x출력전압으로 제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iL1

iL2

Io / 2

그림 2. 양방향 풀브리지 DC-DC 변환기 출력파형
Fig. 2 Output waveform of bidirectional full-bridge
dc-dc converter

III.

LDC 설계

3.1 시뮬레이션

LDC에 비해 안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LDC의 안정적인 토폴로지를 선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LDC의 전기
적 사양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LDC 최대출력 2 kW 급의
프로토타입 차량용 양방향 LDC는 그림 1과 같이 풀
브리지 컨버터와 2차측은 커런트더블러(current

표 1. 컨버터의 전기적인 사양
Table 1. Electrical spec. of converter

doubler)로 구성되어 있다. 2차측을 다이오드가 아닌
스위치로 대체함으로써, 양방향 전력변환이 가능하며

Input voltage
Output voltage

12.5 V

커런트더블러 회로를 적용하여 스위치 전류 스트레

Output power

2 kW

스를 줄여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

FSW

5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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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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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그림 1의 프로토타입의 LDC를 Saber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a)

그림 3. 세이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회로
Fig. 3 Simulation circuit with saber

그림 4 (a)와 (b)는 48V를 입력단으로 하고 12V를
출력단으로 했을 때의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며, 그림
5의 (a)와 (b)는 반대로 12V를 입력으로 하고 48V를
출력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전압과 전류값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자의 경우에 12.1V의 출력전
압과 168.5A 정도의 출력전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45V를 출력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43A의 전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4. 12V 출력단에서의 출력전압과 전류
(a) 전압 (b) 전류
Fig. 4 Output voltage and current at 12V terminal (a)
voltage (b)current

(b)
그림 5. 48V 출력단에서의 출력전압과 전류
(a) 전압 (b) 전류
Fig. 5 Output voltage and current at 48V terminal (a)
voltage (b)current

(a)

(b)
그림 6. 출력전류 (a) 변압기 (b) 인덕터
Fig. 6 Output current (a) transformer (b) ind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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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컨버터의 변압기와 인덕터 전류의 시뮬

하였다. 그림 8은 제작한 변압기를 나타내며, 상기의

레이션 파형을 나타낸다. 스위칭 주파수는 50 kHz이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전기적 사양을 토대로 설계된

며 인덕턴스는 50  로 시뮬레이션 하였다[6-8]. 변
압기의 1차 전류는 대략 56 A정도이며 인덕터의 전
류리플은 식 (1)을 이용하면 약 2.4 A로 시뮬레이션

것이다.

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



그림 8. 변압기
Fig. 8 Transformer
(a)

(b)
그림 7. 출력전압 (a) 변압기 (b) 인덕터
Fig. 7 Output voltage (a) transformer (b) inductor

그림 7은 변압기와 인덕터 전압을 나타낸다. 이상
적인 변압기는 누설 인덕턴스가 없으므로 2차측 스
위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변압기
의 누설인덕터로 인해 2차측 스위치에 전압 그림 7
에 나타난 바와 같은 스파이크를 유발한다. 이 때문
에 풀브리지 방식의 토폴로지는 스너버(snubber) 회
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3.2 변압기 설계
변압기는 EE7066 코어 한조를 사용하여 제작 하
였으며 턴-비는 1.5:1 이고 최종 턴수는 3:2로 제작
되었다. 동박의 두께는 0.5 mm이며 넓이는 35 mm
이다.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샌드위치 와인딩을 적용 1.5:2:1.5로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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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압기의 전기적인 사양
Table 2. Electrical spec. of transformer
Po

2500

W

Vin

48

V
V

Vo

12

N1/N2

1.5

D

0.4

Io

166.666

A

Iin

41.6666

A

Vrec

32

V

Vo

12.8

v

Itr.sec

83.333

A

Itr.pri

55.555
Transformer

Fsw

25000

A
design
Hz

Core

EE7066

Ae

0.00071

m^2

delta B

0.36

T

Ton

0.000016

sec

Np

3.00469

turns

Ns

2.00313

turns

그림 9(a)는 풀브리지 컨버터의 1차측을 나타내며
그림 10(b)는 2차측 회로도이다. 2차측의 MOSFET
은 병렬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
차측에 큰 전류가 지나가므로 MOSFET을 병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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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서

스위치

전류

스트레스를

줄이고

MOSFET의  가 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 위
함이다.

IV. 시험결과
그림 10의 최종 회로도를 기반으로 한 최종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a)는 출력전력이
688.2W인 경우의 변압기 전압과 전류 파형을 나타내
며 (b)는 출력단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그
림 10에서 (c)는 출력전력이 2KW인 경우의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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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나타내며 (b)는 출력단의 전
압과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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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풀브리지 컨버터의 1차측 회로도 (b)
풀브리지 컨버터의 2차측 회로도
Fig. 9 (a) 1st side circuit diagram of full-bridge
converter (b) 2nd side circuit diagram of full-bridge
converter

I o [50 A/div]
VO [2V /div]

그림 10은 스너버 회로를 추가한 양방향 LDC 회
로를 나타낸다.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로 인하여 2
차측 스위치의 전압 스파이크를 제한하기 위하여 추

Po [500W /div]

가 되었다. 그림 12는 입력 전압 48 V 출력 전압 12
V 출력 파워 688 W 일 때 변압기 전압 전류 파형을
나타내며, 그림 11는 같은 조건에서 출력 전압 전류
전력을 나타낸다.

(b)
iTR [100 A/div]

vTR [50V /div]

[5 μ sec/div]

그림 10. 스너버 회로를 추가한 LDC 회로도
Fig. 10 LDC circuit diagram with snubb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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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 [50 A/div]
VO [2V /div]

Po [500W /div]

(d)
그림 11. (a) 변압기 전압 전류 파형(Vin = 48 V, Vo
= 12 V, Po = 688 W) (b) (a)의 경우의 출력전압 및
전류파형 (c ) 변압기 전압 전류 파형(Vin = 48 V, Vo
= 12 V, Po = 2000 W) (d) (c)의 경우의 출력전압 및
전류파형
Fig. 11 (a) Transformer’s voltage/current waveform(Vin
= 48 V, Vo = 12 V, Po = 688 W) (b) Output
voltage/current waveform on (a) (c ) Transformer’s
voltage/current waveform(Vin = 48 V, Vo = 12 V, Po
= 2000 W) (d) Output voltage/current waveform on (c)

그림 12는 제안한 양방향 LDC의 시제품 사진을
나타내며, 그림 13은 출력전력에 따른 효율의 변화를
보이는 그래프이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제작된 LDC
에서 효율이 가장 높을 구간에서 90 % 정도가 나오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프트 스위칭이 가능한
Phase-shift control을 적용 하고 스위칭 주파수를 증
가시키며, 더불어 스너버 회로의 회로 방식 및 저항
값을 수정 보완 하면 효율은 조금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림 13. 개발된 LDC의 출력전력에 따른 효율의
변화
Fig. 13 Efficiency change according to output
power of developed LDC

Ⅴ. 결 론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자동차용 전력변환
장치의 활발한 연구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xEV로
발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충전장치와 배
터리 전기에너지를 차량 내 전장장치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력변환 장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기자동차용 배터
리 관련 전력변환 장치의 핵심 기술인 LDC를 개발
하였다.
논문에서는 xEV를 위한 LDC의 연구를 위하여 풀
브리지의 토폴로지를 이용한 기본동작 및 동작모드
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회로설계, 동작원리,
부품의 선정 등 제안 회로방식의 타당성을 이론적으
로 고찰하였다. 제안된 LDC는 최대출력 2 kW급의
양방향 LDC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평가
실험을 통해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약 90% 정
도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의 글
그림 12. 개발된 LDC의 시제품
Fig. 12 Developed LDC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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