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유니버셜 입력 전압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새로운 구조의 브리지리스 부스트 PF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컨버터는 두 개의 인덕터와 네 개의 GaN 스위치, 두

개의 다이오드와 SPDT 릴레이를 사용하여 입력 전압에 따라

토폴로지 변환이 가능하다. 로우라인 입력전압이 인가될 경우,

제안하는 컨버터는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로 동작하는 반면, 하이라인 입력전압이 인가될 경우, 제

안하는 컨버터는 하나의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

서 제안하는 컨버터는 유니버셜 입력전압에서 높은 효율을 가

지며, 고효율을 요구하는 서버용 전원장치나 유니버셜 입력을

요구하는 기타 PFC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제안하는

컨버터는 유니버셜 라인 입력 (90VAC ~ 265VAC), 400V /

1.6kW 출력의 프로토타입 컨버터를 통해 동작을 검증하였다.

1. 서론

오늘날,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기량이 매우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서버용 전원장치에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기존의 부스트 PFC

컨버터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의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가 제안되어 왔다[2]. 특히, 그림 1의 인터리브드 토

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의 경우, 도통 손실이 작아서 로

우라인 입력에서 높은 효율을 가진다. 그러나 하이라인 입력의

경부하 조건에서는 입력전류가 작아짐에 따라, 전력 효율에 있

어서 도통손실 보다 스위칭 손실 및 인덕터의 코어 손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

지리스 PFC 컨버터는 하이라인 입력의 경부하 조건에서 낮은

효율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PDT 릴레이를 사용한

새로운 구조의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컨

버터는 로우라인 입력전압에서는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

리지리스 PFC 컨버터와 동일하게 동작하고, 하이라인 입력전

압에서는 단일한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하여 유니버셜 라인입력

전압에 대해 높은 효율을 가진다. .

2. 제안된 회로의 동작 방식 및 실험 결과

2.1 제안된 회로의 동작 방식

제안 된 컨버터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개의 GaN

스위치와 두 개의 인덕터, 두 개의 다이오드와 한 개의 SPDT

릴레이를 포함한다. 제안된 컨버터에 로우라인 입력 전압이 인

가될 경우, 릴레이의 전기자가 A로 붙게 되어, 제안된 컨버터

는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와 동일

한 동작을 하게 된다. 반면, 제안된 컨버터에 하이라인 입력 전

압이 인가될 경우, 릴레이의 전기자가 B로 붙어, 두 개의 인덕터

가 직렬로 연결됨으로써 제안된 컨버터는 단일한 부스트 컨버터

로 동작하게 된다. 이 때, Q2와 Q4는 AC 입력전압의 반주기 마

다 교번으로 켜지게 되어 전류의 도통경로를 제공하고, Q1과 Q3

는 기존의 스위칭 주파수로 교번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제안된

컨버터는 하이라인 입력 전압이 인가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인덕터에 각각 입력 전압이 나뉘어

걸리게 되어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량이 감소함에 따

라 코어 손실이 줄어든다.

2) 전류가 D1, D2가 아닌 Q1, Q2의 채널로 도통하여 전류의 도

통손실을 줄일 수 있다.

유니버셜 입력 전압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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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

그림. 2. 제안된 컨버터



표. 1 제안된 컨버터의 설계 파라미터

코어 크기 35.81mm(OD), 10.46mm(HT)

코어 재질 High flux toroidal core

와이어 1.2φ 1가닥

턴 수 60턴

인덕턴스 140μH

그림. 3. 100% 부하 조건에서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의 인덕터 전류파형

그림. 4. 100% 부하 조건에서 제안된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파형

그림. 5. 기존의 컨버터와 제안된 컨버터의 효율 비교

3) 로우라인 입력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에 비해 스위칭하는

GaN 스위치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스위칭 손실

을 줄일 수 있다.

2.2 제안된 회로의 실험 결과

표 1은 제안된 컨버터의 인덕터 설계 파라미터들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그림 3와 그림 4는 각각 230VAC 입력 전압과 100%

부하조건에서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

터의 인덕터 전류 파형과 제안하는 컨버터의 인덕터 전류파형

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컨버터와 제안하는 컨버터 모두

100% 부하조건에서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컨버터는 로우라인 입력 전압에서 기존의 인터리

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며,

이 때 릴레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전력 손실양은 무시할

만큼 작다. 따라서 로우라인 입력 전압에서 제안하는 컨버터의

효율은 기존의 컨버터와 거의 동일하다. 반면, 그림 5는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와 제안된 컨버터의

230VAC 입력 전압에서의 부하별 효율 비교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된 컨버터는 하이라인

입력 전압에서 기존의 컨버터에 비해 최대 1.07%가량 높은 효

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 했듯이, 제

안하는 컨버터의 경우 기존의 인터리브트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에 비해 작은 도통 손실과 인덕터 코어손실, 그리

고 작은 스위칭 손실을 가지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SPDT 릴레이를 사용한 새로운 구조의 브

리지리스 PFC 컨버터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컨버터는 로우 라

인 입력 전압에서 기존의 인터리브드 토템폴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와 동일하게 동작하고, 하이 라인 입력 전압에서 두 개

의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안된 컨버터는 높은 입력 전압에서 도통

손실, 인덕터 코어 손실, 그리고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컨버터는 유니버셜 입력 전압에 대해 높은 효

율을 가지게 되며, 이는 서버용 전원 장치나 기타 유니버셜 입

력 전압을 갖는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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