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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C-DC 컨버터를 이용한 전기 장판 전원 장치를 만들어
직류 전압 제어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 하여 구동시 발생하는 전자파 및
전자 소음을 제거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다.

1. 서    론

본 논문은 기존 전열 장치 중 전기 장판을 구동 할 때 사이리스터 소
자를 이용한 단순한 On,Off 전압 제어를 통한 온도 조절에서 발생되는
전자 소음 및 전자파 발생을 없애기 위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DC-DC
컨버터 중 강압형 플라이백 컨버터를 이용하여 직류 전압 310V를 출력
전압 24V로 강압 시키고 PFC소자와 FET 소자를 이용한 출력 전압을
피드백을 통하여 출력 직류 전압 자체를 제어 하여 온도를 조절 하므로
전자파 및 전자소음을 완전히 제거 한다는 목표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2. 본    론

  2.1 기존 전기 장판의 원리 및 문제점.
전기장판을 포함한 온열 침구류의 기본 구성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제품의 외관인 본체. 두 번째,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 마
지막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온도 조절기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초창기 전기장판 제품들은 품질이 좋지 않아서 전기장판을 접
었다 펴면 자국이 남고 겨울철에는 발열체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 하였
다. 발열체는 카본블랙(Carbon Black) 발열체인 일종의 면상 발열체에
의한 발열 방식이었고 온도 조절기는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
이메탈 방식으로 장판이 과열되거나 타는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온도 조절 방식이라고 하는 사이리스터
(Thyristor)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조절기가 등장 하였고 발열선도
PVC 감열선(발열선과 온도 감지선이 하나로 되어 있음)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장판의 온도 제어 방식은 단순한 온 오프 제어 방식
을 사용 하여서 소음과 전자파를 발생 시키는 문제가 발생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변 DC-DC 컨버터를 이용한 실
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2.2 교류-직류 정류기의 원리 및 실험
         

         <그림 1> PSIM으로 구현한 교류-직류 정류기 회로

<그림 1>은 교류-직류 정류기의 기본 회로 이다. [1] 가변 DC-DC
컨버터에 입력 전원 부분은 교류 전원 220V을 직류 전원으로 정류하여
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전원을 브릿지 다이오드와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310V의 직류 전원으로 정류 한 후 입력 전원으로 걸어 준다.

<그림 2> PSIM으로 구현한 교류-직류 정류기 결과 파형 및 전압 값

<그림 2>은 <그림 1>에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파형 및 전압 값
을 나타낸 것 이다. 결과 파형을 보면 3.96ms부터 출력 파형이 정상 상
태로 도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상 상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는 커패시터 용량을 조절 하고 인덕터 소자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용량에 맞는 소자를 찾고 실제 회로를 조립
하였다.

<그림 3> PCB 회로 제작 후 완성된 교류-직류 정류기

<그림 3>은 실험을 통하여 소자 값을 찾고 완성한 교류-직류 정류기
이다. <그림 3> 1번은 교류 전원 220V 걸리는 부분으로 측면 접지 코
드가 연결 된 부분이다. 갈색 선은 코드의 전원 부분이다. 파랑색 선은
코드의 그라운드 부분이고, 초록색 선은 코드의 접지 부분 이다. 접지
부분을 연결 하여 전기 사고로 부터에 안정성을 높였다. 2번 부분은 퓨
즈와 라인 필터, 필름 커패시터, 단상 변압기가 연결 된 부분이다. 퓨즈
의 역할은 기판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퓨즈가 끊어져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3] 단상 변압기는 브릿지 다이오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
자로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정류를 한다. 라인 필터와 필름 커패시
터는 정류 된 직류 전원의 파형에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3번 부
분은 출력 커패시터 부분 이다. 커패시터 용량이 클수록 정상 상태에 도
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로에 맞는 커패시터에
최소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용량이 큰 커패시터를 쓴다면 기판
제작비가 증가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기회비용을 생각 하여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가격과 성능 두 가지 모
두를 생각 하여 실험 및 기판 제작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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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실로스코프로 본 교류-직류 정류기의 출력 전압 파형

<그림 4>는 교류-직류 정류기의 출력 전압 파형이다. 출력 전압의 값이
304.71V가 나온다. 이는 이상적인 310V 출력 전압에서 저항 오차 및
LED 내부 저항 값을 고려하였을 때를 생각 한다면 설명이 될 것이다.

  2.3 DC-DC 컨버터의 원리

     <그림 5> PSIM으로 구현한 플라이백 컨버터 기본 회로

<그림 5>는 플라이백 컨버터 기본 회로이다. [4] 가변 DC-DC 컨버
터는 직류 전원을 강압 하는 용도로 설계 하였으며 절연을 위해 플라이
백 컨버터를 적용 시켰다. 트랜스의 권선비에 따라 1차측 권선비가 크면
강압형 플라이백 컨버터가 되고 2차측 권선비가 크면 승압형 플라이백
컨버터가 된다 본 실험에서는 강압형 플라이백 컨버터를 설계하고 실험
하였다.

           <그림 6> DC-DC 컨버터 동작 블록도

정류 된 직류 전원 310V를 입력 전압으로 받아 컨버터를 통해 24V로
출력 전압을 강압 시키고 FET와 PFC 소자를 통해 피드백 된 출력 전
압을 조절하여 단순 On,Off 제어가 아닌 출력 된 직류 전압을 가변하여
온도 조절을 통해 전기장판 구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 및 전자 소음을
완전히 제거 하는 원리로 동작이 된다.
 
  2.3.1 DC-DC 컨버터 실험 및 결과

<그림 7> DC-DC 컨버터 실험 환경

 <그림 7>은 [2] DC-DC 컨버터와 교류-직류 정류기를 연결 하여 실험
한 것이다. 소자의 용량에 따라 컨버터의 출력 전압 파형에 변화에 대하
여 실험 하였고 출력 단에 부하를 무 부하부터 실험 하여 부하를 높이
면서 조금씩 크게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7-1> DC-DC 컨버터 50W 실험 결과 파형

<그림 7-1>는 50W 실험 파형으로 C1:25.45V는 출력 전압 파형이고
C2:598V는 FET 양단 전압 파형, C3:1.2A는 전류 파형이다.
.

<그림 7-2> DC-DC 컨버터160W 실험 결과 파형

<그림 7-2>는 160W 실험 파형으로 C1:3.68V 피드백 전압 파형이고
C2:25V는 출력 전압, C3:2.4A는 전류 파형, C4:6.31V는 ZCD 파형이다.

3. 결    론

기존에 전기 장판에 사용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단순 On,Off 전압
제어 방식에서 발생 되는 전자 소음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하여 전기
장판 사용자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지만 전기 장판 전원 장치를
DC-DC 컨버터를 사용함으로써 출력되는 직류 전원 직접적인 제어를
통한 온도 조절 방식은 전자파 및 전자 소음을 노이즈를 제거 하여 완
전히 제거함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향 후 실험 및 보
완 사항으로는 부하를 크게 할수록 출력 파형이 불안정 하게 나오는 문
제를 MOT 저항 수정 및 변압기 공극 조절을 통하여 개선하고 PFC 소
자에 저항을 통한 전압 분배로 피드백 전압을 인가 해주는 부분을 저항
대신에 프로세서를 통한 제어 형식으로 바꾸어 보다 더 낳은 온도 제어
기를 만드는 실험을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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