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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a power conversion system for electric power take-off (e-PTO) of

agricultural electric vehicles. Most e-PTOs use commercial power 220 VAC. A bidirectional power conversion system

having a two-stage structure consisting of a DC-DC converter and a DC-AC inverter for supplying a high output

voltage using a low battery voltage of an agricultural electric vehicle is suitable. we propose a power conversion system

consisting of the one-stage dual active bridge (DAB) converter and the two-stage bidirectional full bridge inverter. In

addition, we propose a soft start algorithm for reducing the inrush current generated by the link capacitor charging

during the initial operation. A 3kW prototype system and its corresponding algorithms have been implemente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rough experiments.

요 약

본 논문은 농업용 전기차량의 전기식 동력인출장치용 전력변환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대부분의 전기식 동력인출장치

(Electric Power Take-Off：e-PTO)는 상용전원 220VAC를 사용한다. 농업용 전기차량의 낮은 배터리 전압을 사용하여 높은

출력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로 구성된 2단 구조를 갖는 양방향 전력변환시스템이 적합하다.

제안하는 전력변환시스템은 1단의 Dual Active Bridge(DAB)컨버터와 2단의 양방향 풀 브릿지 인버터로 구성된다. 또한, 초

기 구동시 DC 버스단 커패시터 충전에 의해 발생되는 돌입 전류 저감을 위해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kW급

전력변환시스템 시제품 및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서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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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화 장비, 시설,

운송수단 등 노동력 감소 대비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전기시설 잘 구축되어 있어, 환경 규제

및 스마트 팜 추세에 적합한 EV 플랫폼을 적용한

농기계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워지고 있다[1][2].

특히, 노령 농업종사자 및 여성 농업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엔진 구동방식에 비해 경량, 저소음 및 낮

은 진동특성을 갖는 전동 구동방식의 농기계로 많

이 변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V 플랫폼을 적용한 농업용 작업

차에서 다양한 전동식 농업기기(전기 예초기, 전기

방제기 등)을 구동할 수 있는 3kW급 전기식 동력

인출장치(Electric Power Take-Off：e-PTO)용 전

력변환시스템을 제안한다.

농업용 전기차량의 대부분은 낮은 전압사양의 배

터리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며, 전기식 농기계의 경

우 상용전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e-PTO 구동용

전력변환시스템은 낮은 배터리 전압을 사용하여,

AC 상용전원 출력이 가능하도록, 1단의 DC-DC

컨버터, 2단의 DC-AC 인버터로 구성된 2단 구조

가 적합하다. 또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양

방향 전력변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방향 DC-DC 컨버터는 변압기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절연형 또는 비절연형 컨버터로 분류할 수 있

다. 비절연형 컨버터는 플라이백 탭 부스트, 벅-부

스트, Switched Capacitor 컨버터 등이 있다. 효율,

크기, 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절연형 컨버터 보

다 유리하지만 전압 전달비가 낮고, 배터리와 계통

이 직접 연결되어 안전성이 낮은 단점을 갖는다[3].

절연형 컨버터는 DAB(Dual Active Bridge), DHB

(Dual Active Bridge). 플라이백 컨버터 등이 있다.

변압기의 권선비로 인해 높은 전압 전달비를 가지

며, 계통과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변

압기를 통해 연결되므로 시스템의 안전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4-6].

본 논문에서는 절연형 컨버터인 DAB 컨버터 토

폴로지를 사용하였다. DAB컨버터는 변압기를 이

용하기 때문에 큰 입출력 비를 갖는 어플리케이션

에 적용하기 쉽고, 스위칭의 위상 제어만을 통해서

쉽게 양방향 전력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영전압 스

위칭(Zero Voltage Switching：ZVS)을 통해 고효

율 달성이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7].

양방향 AC-DC 인버터는 양방향 전력 변환이 가

능한 기본적인 풀 브릿지 인버터를 사용하였다. 기

본 풀 브릿지 인버터는 스위칭 동작에 따라 바이폴

라(bipolar)와 유니폴라(Unipolar) 변조 방식으로 나

뉜다. 바이폴라의 경우 높은 코어손실을 야기 시키고,

4개의 전력반도체 소자가 높은 주파수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체 스위칭 손실도 증가한다. 반면 유니폴

라의 경우 높은 전력밀도를 갖고, 프리휠링시 무효

전력 차단, 2개의 전력반도체 소자만 높은 주파수

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체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니폴

라 스위칭 방식의 양방향 풀 브릿지 인버터를 사용

하였다[8-10].

본 논문에서는 전기식 동력인출장치용 전력변환

시스템 및 운용에 필요한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제

안하였다. 최종적으로 3kW급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e-PTO

용 전력변환시스템의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Ⅱ. 농업용 EV차량의 e-PTO구동용

전력변환시스템

제안하는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회로는 그림

1과 같다. 배터리 충/방전을 위한 양방향 DC-DC

컨버터는 1차측과 2차측이 외부 인덕터 및 변압기

로 연결된 2개의 풀 브릿지로 구성된 DAB 컨버터

로 구성된다. e-PTO 구동 및 계통을 통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양방향 DC-AC 인버터는 기본적은 풀

브릿지 인버터로 구성하였다. 또한, 배터리와 계통

주입시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 배터리 측에는 양

방향 스위치와 계통측은 마그네틱 스위치를 각각

연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플랫폼에 적합한 양방향

전력변환시스템의 회로 구성에 필요한 특성, 제어

기법을 제안하여 3kW급 시제품에 대한 실험을 통

해 검증하였다.

1. Dual Active Bridge 컨버터

DAB 컨버터는 그림 2와 같이 양단에 동일한 풀

브릿지로 구성되며, 외부 인덕터 및 변압기가 직렬

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DAB 컨버터는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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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bidirectional power conversion system for electric power take-off.

그림 1. 전기식 동력인출장치용 양방향 전력변환시스템 구조

양단 전압의 위상을 변이시키면서 전력을 전달하

는 위상 천이 풀 브릿지 컨버터와 유사하게 동작한

다. 양방향 전력전달의 방향은 변압기의 양단 전압

의 위상차(Φ)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인덕터

는 위상 천이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Fig. 2. Circuit of DAB converter.

그림 2. DAB 컨버터 회로

본 논문에서는 DAB 컨버터의 동작 모드를 외부

인덕터 전류에 따라서 크게 4가지 모드로 간략하게

구분하였다. 스위칭 동작에 따른 세부 특성 파형은

그림 3에서 보여준다.

Mode A(t0～t3)

2차측 스위치 S2, S3가 턴-온된 상태에서 1차측

스위치 Q1, Q4가 턴-온되면서 모드 A가 시작된다.

이 때 외부 인덕터 전압은 nVBAT+VDC-link가 되고,

1차측 전류는 입력에서 외부 인덕터(Lext)를 충전한

다. 충전 전류 ILext는 다음 식1과 같다.






  


  (1)

Fig. 3. Key waveform of DAB converter.

그림 3. DAB 컨버터의 주요 파형

Mode B(t3～t5)

2차측 스위치 S2, S3가 턴-오프되고, 스위치의

데드 타임(dead-time)구간에서부터 모드 B가 시작

된다. 데드 타임 구간에서 외부 인덕터 전류가 흐

르기 때문에 2차측 스위치 S1, S4의 바디 다이오드

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ZVS 조건은 외부 인덕

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출력 커패시턴스를 충전 및

방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커야한다. 데드 타

임 이후 2차측 스위치 S1, S4는 ZVS 턴-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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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외부 인덕터 전압은 nVBAT-VDC-link가 되고,

외부 인덕터(Lext)전류는 프리휠링(Freewheeling)

한다. 외부 인덕터 전류 ILext는 다음 식2와 같이 표

현된다. 이때 에너지는 외부 인덕터를 통해서 출력

으로 전달된다.






 


 (2)

Mode C(t5～t8)

1차측 스위치 Q1, Q4가 턴-오프 되면서 모드 B

가 종료되고, 데드 타임구간 이후 Q2, Q3가 ZVS

턴-온한다. 외부 인덕터 전압은 –nVBAT-VDC-link가

되고, 외부 인덕터의 에너지를 식4의 기울기로 방

출한다. 인덕터 전류가 0이 되면 방전을 종료하고,

역 충전을 시작한다.






  


 (3)

Mode D(t8～t0)

2차측 스위치 S1, S4가 턴-오프 되면서 모드 C

가 종료되고, 데드 타임구간 이후 S2, S3가 ZVS

턴-온한다. 외부 인덕터 전압은 –nVBAT+VDC-link가

되고, 외부 인덕터(Lext)전류는 식 4와 같이 프리휠

링 한다.






  


 (4)

2. DAB 컨버터의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DAB 컨버터는 절연형 게이트 구동 회로가 요구

되며, 절연형 게이트드라이버 IC는 가격이 비싸고,

별도의 절연전압을 요구해 회로가 커지게 된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펄스트랜

스포머를 사용하여 절연형 게이트 구동회로를 구

성하였다.

DAB 컨버터는 방전모드에서 낮은 배터리 전압

을 사용해서, 인버터 구동을 위한 높은 DC 링크 전

압을 제어한다. DC 버스단 전압이 증가하면서커패

시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1차측에 큰 돌입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정격 이상으로 증가하는 돌입전류

는 전력반도체 소자 및 PCB 패턴이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돌입 전류를 저감하기 위한 소프

트 스타트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이 Duty ratio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방법

이다. 하지만, 펄스트랜스포머 특성상 턴-온, 턴-오

프 구간의 게이트 전압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은 듀티에서 높은 게이트 턴-온 전압이 발생하여

전력반도체 소자의 파손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Fig. 4. Conventional soft-start algorithm.

그림 4. 종래의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펄스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게이트 구동 회로에 적

합한 데드 타임 변조 방식의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

즘을 제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

이 데드 타임을 서서히 증가시켜, 최종 데드타임을

고려한 50% 듀티를 발생하는 기법이다.

Fig. 5. Proposed soft-start algorithm.

그림 5. 제안하는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펄스트랜스포머를 통한 안정적인 게이트 구동을

을 위한 데드 타임 변조를 통해서 실제 변압기에

인가되는 듀티비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과도한 돌입 전류를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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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TO 구동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한 양방향 인

버터

Fig. 6. Circuit of bidirectional full bridge inverter.

그림 6. 양방향 풀 브릿지 인버터 회로

배터리 충/방전을 위한 양방향 인버터는 그림 6

과 같이 기본적인 풀 브릿지 인버터를 사용하였다.

배터리 방전모드에서는 e-PTO 구동을 위한 상용

전원을 출력하는 인버터로 동작하며, 배터리 충전

모드에서는 단상 계통 전력을 사용하여 DC 버스

전압을 출력하는 정류기로 동작한다. EV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력변환시스템은 높은 전력밀도가 요구

되어, 보다 작은 리액터 및 고효율의 유니폴라 변

조방식을 적용하였다. 유니폴라 방식의 2개의 전력

반도체 소자만 높은 주파수로 구동하기 때문에 전

체 스위칭 손실이 적어 전체 시스템 사이즈를 줄이

는데 유리하다.

충전모드에서는 토템폴(Totem-pole)방식의 정류

기로 구동한다. 토템폴 정류기는 유니폴라 방식의

인버터와 동일하게 한쪽 레그는 고주파수로 스위

칭 하며, 다른 레그는 저주파(라인 주파수)로 스위

칭하기 때문에, 공통 모드 노이즈가 낮고 고효율

달성이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특히, 고효율 달성을 위해 높은 스위칭 주파수 특

성이 우수한 SiC MOSFET을 적용하였다.

4. E-PTO 구동용 전력변환시스템 제어

e-PTO를 위한 양방향 전력변환시스템은 크게 배

터리를 방전하는 모드와 충전하는 모드로 구분된

다. 본 논문에서는 충전모드에서 계통 연결시 발생

되는 높은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어 기법이

추가되며, 모드에 따른 제어 알고리즘 흐름은 그림

7과 같다.

방전모드에서는 DAB 컨버터가 승압형 컨버터로

먼저 동작하며, DC 버스 전압이 설정 전압의 90%

이내 일 때 소프트 스타트 동작을 하며, 이후 출력

전압 제어 모드로 전환된다. DC 버스 전압이 설정

전압의 90%이상으로 상승할 때 마그네트 스위치를

턴-온하며, 인버터가 구동되어 e-PTO를 구동한다.

여기서 마그네트 스위치는 계통 주입시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적용하였다.

Fig. 7. Control block diagram for power conversion system.

그림 7. 전력변환시스템의 제어 블럭도

충전모드에서 초기 계통을 인버터로 바로 연결시

높은 돌입 전류가 발생된다. 돌입 전류에 의한 파

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격보다 높은 사양의 전

력반도체 소자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바이패스 다

이오드를 사용해야하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하드웨어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초기 배터리 전력을 사용해서 DC

링크 커패시터를 충전하고, 충전 이후 마그네틱 스

위치를 턴-온하여 계통을 연결한다. DC 링크에 전

압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으므로, 계통 연결 시 돌

입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후 DC 링크 전압을 제어하는 정류기로 동작

하며, 링크 전압이 설정 전압의 90% 이상으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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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AC Voltage 220Vrms

Output Specification 3,000W

Line Frequency 60Hz

Switching Frequency 20kHz

Filter Inductance 1mH

Filter Capacitance 1uF

Table 2. Specification of full bridge inverter.

표 2. 풀 브릿지 인버터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battery system.

표 3. 배터리 시스템 사양

Parameters Value

Nominal Voltage 72V

Nominal Capacity 40Ah

Operation Voltage 60～80V

Charging Current 20Ah

Max Discharging Current 320Ah

가면 DAB 컨버터를 동작 시킨다. DAB 컨버터는

배터리의 안정적인 충전을 위해 정전압, 정전류 방

식의 배터리 충전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배터리 전

압 및 전류 제어기로 동작한다.

Ⅲ. 실험 및 검증

1. 3kW급 시제품 및 실험 환경

제안하는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및 제어 알

고리즘 검증을 위해 그림 8과 같은 2단 구조를 갖

는 3kW급 시제품을 구성하였다.

Fig. 8. Power conversion system for e-PTO.

그림 8.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Table 1. Specifications of DAB converter.

표 1. DAB 컨버터 사양

Parameters Value

Battery Voltage 60～80VDC

DC-bus Voltage 400VDC

Output Specification 3,000W

Switching Frequency 100kHz

1st External Inductance 1.2uH

2nd External Inductance 10uH

Turn Ratio 1:5

Battery side Capacitance 6,600uF

DC-bus side Capacitance 1,880uF

DAB 컨버터의 세부 사양은 표 1과 같다. 풀 브

릿지 인버터의 세부 사양은 표 2와 같다.

배터리 시스템의 사양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방

전의 경우 3kW로 방전이 가능하며, 충전의 경우 배

터리 사양 요구에 따라 최대 1.6kW로 제한하였다.

배터리 입력 전압을 사용하여 디지털 제어기, 전

력반도체소자 구동 전압을 만들기 위한 보조 전원

을 설계하였다.

DAB 컨버터의 1차측은 Si MOSFET 2개 병렬로

사용하여, 도통 손실을 줄이도록 구성하였다. 2차측

은 높은 스위칭 속도 및 고효율 달성에 용이한 SiC

MOSFET은 Cree사의 C3M0030090K를 사용하였

다. 풀 브릿지 인버터는 하드스위칭 조건에서 고효

율 달성을 위해서 SiC MOSFET을 사용하였다.

Fig. 9. Power conversion system for e-PTO.

그림 9.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DAB 컨버터 및 양방향 인버터의 디지털 제어를

위해 Texas Instrument’s 사의 TMS320F28069를

사용하였으며, RS-232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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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부하 평가를 위해 그림 9와 같이 평가 장치를

구성하였다. 입/출력 효율 분석을 위하여 Yokogawa

사의 WT330 및 고전류 측정을 위한 외부 전류 센

서를 사용하였다. 방전모드에서는 출력측에 저항

부하를 사용하였으며, 충전 모드에서는 계통을 입

력으로 사용하였다.

2. 양방향 DC-DC단 실험

DAB 컨버터의 초기 구동시 돌입전류 방지를 위한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0. Comparison of start-up waveforms.

그림 10. 초기 구동 파형 비교

그림 10은 제안하는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유

무에 따른 초기 구동시 파형을 나타낸다. 실험 안

전성을 위해서 정격 실험 조건이 아닌 입력 20V,

출력 100V 조건에서 실험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돌입 전

류가 약 30%정도 감소되었다.

그림 11 (a)와 (b)는 3kW 출력 조건 1단의 DAB

컨버터의 충전 및 방전 모드의 정상상태에서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충전 모드에서 음의 방향으로 위

상이 변경되며 출력을 제어하고, 방전 모드에서 양

의 방향으로 위상을 변경하며 출력이 제어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a)

(b)

Fig. 11. Operation waveforms of DAB converter–3kW

Condition (a) Charge mode, (b) Discharge mode.

그림 11. DAB 컨버터의 동작 파형-3kW 조건

(a) 충전모드, (b) 방전모드

3. DC-AC 및 AC-DC단 실험

(a)

(b)

Fig. 12. Characteristic waveforms of totem-pole rectifier-

1.6kW Condition (a) DC-bus voltage, (b) Inductor

current.

그림 12. 토템폴 정류기 특성 파형-1.6kW

(a) DC 버스 전압, (b) 인덕터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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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와 (b)는 충전모드에서 토템폴 정류기

의 1.6kW 조건에서 특성 파형을 나타낸다. 정상상

태에서 DC 버스 전압이 안정적으로 제어되며, 유

니폴라 스위칭 특성에 맞게 인덕터 전류 제어가 잘

제어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는 방전모드에서 유니폴라 방식의 인버터

의 3kW 조건에서 특성 파형을 나타낸다. 정상상태

에서 인덕터 전류 및 출력 전압이 잘 제어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 13. Characteristic waveforms of full bridge Inverter

-3kW Condition.

그림 13. 풀 브릿지 인버터 특성 파형-3kW

4.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실험

제안하는 시스템 및 제어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림 14은 배터리를 연결한 정격사양에서 과도상태

특성 파형을 나타낸다. 돌입 전류는 약 25A로 소프

트 스타트가 없는 20V 입력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

로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에 의해 돌입 전류가 크

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PTO 구동

을 위한 인버터가 설정 조건에서 구동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 14. Start-up waveforms at discharging mode.

그림 14. 방전모드시 초기 구동 파형

Fig. 15. Characteristic waveforms of power conversion

system at discharging mode-3kW.

그림 15. 방전 모드에서 전력변환시스템의 특성 파형

Fig. 16. Measurement efficiency by load.

그림 16. 부하별 측정 효율

그림 15는 방전 모드에서 E-PTO 구동용 전력변

환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 특성 파형을 나타낸다.

출력 3kW 조건에서 DC 버스 전압이 안정적으로 제

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는 배터리 방전 모드에서의 부하별 측정

효율을 나타낸다. 최대 효율 96.14% 3kW 정격에서

효율은 94.58%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e-PTO용 전력

변환시스템 및 제어 기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고효율 특성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은 농업용 전기 차량에서 전동식 작업 기기

를 사용할 수 있도록 e-PTO용 전력변환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배터리 충/방전이 가능한 id의 2단 구조 전

력변환시스템을 구성하였다. 1단에서는 DAB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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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를 적용하였으며, 2단에서는 풀 브릿지 인

버터 토폴로지를 적용하였다. 높은 DC 버스단 전압

으로 인하 초기 구동시 높은 돌입전류에 의한 전력

반도체 파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 스타트

알고리즘 및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최종적으

로 제안하는 전력변환시스템 및 제어 기법의 타당성

을 입증하기 위해 3kW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제언하는 e-PTO용 전

력변환시스템은 고효율을 달성 할 수 있었고, 돌입

전류 저감을 위한 제어 기법의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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