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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DC-DC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고출력 LED
조명용 정 전류 구동모듈 개발

Development of Constant Current Driving Module for High Power LED Lighting Using 
LLC DC-DC Transformer

김 형 식*․김 희 †  

(Hyung-Sik Kim․Hee-Jun Kim)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LED lighting system using integrated power system composed of bridgeless PFC, 

LLC DC-DC transformer, and dimmable constant current LED driver module. The proposed LED lighting system features 

high efficiency, high power factor, and dimming capabilit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ystem, the 

2kW prototype system was built and tes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ximun efficiency 

of 92.6% and maximum power factor of 99.7%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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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의 탄소 녹생 성장이 이슈가 되면서  력, 

고효율, 친환경 인 제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조명시장

에서는 백열등, 형 등  수은등 등 다양한 종류의 조명기

기가 있지만 높은 력소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최근에

는 이들을 체할 차세  조명기기의 방안으로 LED조명이 

각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까지 일반 조명제품

의 30%이상을 LED 조명으로 체하기 해 여러 연구개발

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의 조명기기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가격을 지니는 단 이 있으나  변

환 효율이 높아 소비 력이 낮고 형 등에 사용하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력, 고효율, 친환경 이라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한 기존의 조명기기에 비해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한 큰 장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효율, 고역률, 가격화  dimming이 가능한 LED조명기

기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

기존의 LED 조명기기는 통상 수십 ∼ 수백W에 이르기

까지 여러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LED조명기기는 

그림 1과 같이 PFC, DC-DC컨버터, 정 류 구동 모듈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개별 단 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개별 원 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kW  단 의 

규모 시스템을 구성 하는 경우 시스템의 고효율, 고 도 

 용량화가 용이치 않고 효율  유지보수가 쉽지 않으며 

별도의 dimming회로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 제어가 

쉽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LED조명시스템의 용량화  간소화된 

조 제어가 가장 실 인 안으로 각 받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터  등 조명 원의 통합 리  제어가 요구되는 

곳을 심으로 한 응용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그림 1 기존의 LED조명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the conventional LED lighting system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ED조명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별 원 공  방식의 LED조명시스템과는 달리 PFC, 

LLC DC-DC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용량 력 변환장치와 

별도의 dimming회로 구성없이 LLC DC-DC트랜스포머의 

출력 압 변화에 따라서 dimming이 가능한 정 류 구동 

모듈을 사용하여 통합 원 방식의 용량 LED조명시스템

을 새롭게 제시하 다. LED조명시스템에 사용된 용량 

력 변환 장치의 구성으로는 정류용 다이오드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고효율에 유리한 장 을 지닌 bridgeless방

식의 PFC회로와  압 스 칭(Zero Voltage Switching)

이 가능한 LLC 공진형 컨버터를 고정 주 수, 고정 시비율

로 동작시켜 항상 최  효율  에서 동작하는 LLC DC-DC

트랜스포머를 사용하 다. 제어는 최근 산업계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TI사의 TMS320F28335 DSP칩을 사용한 디지털 

제어를 하고 있으며 PFC의 DC-Link 압을 가변시켜 LLC 

DC-DC트랜스포머의 출력 압을 가변 하는 방식의 제어를 

사용하고 있다. LED의 정 류 구동 모듈로서는 buck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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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사용하 으며 TL494를 사용한 아날로그 제어를 하고 

있다. 2kW  통합 원 시스템과 정 류 구동 모듈에 

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고역률, 고효율  용량화를 달성

하 으며 이에 한 효용성을 확인하 다. 

2. 통합 원 시스템

2.1 통합 원 시스템의 기본 구성

그림 2는 제안된 LED 조명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나타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PFC와 LLC DC-DC트

랜스포머를 사용한 용량 통합 원 시스템과 LED 구동을 

한 정 류 구동 모듈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제안된 LED 조명 시스템의 기본구성.

Fig. 2 Proposed LED lighting system block diagram

그림 3은 통합 원 시스템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 원 시스템은 고역률  고효율의 특성을 달성하기 

해서 첫째 단의 PFC의 경우, 기존의 boost방식의 컨버터

와는 달리 정류용 다이오드를 생략함으로써 고효율에 

유리한 bridgeless타입의 PFC를 용했으며, 둘째 단에는 

 부하 역에서  압 스 칭(Zero Voltage Switching)

이 가능한 LLC 공진형 컨버터를 용하고 있다. 한 LED 

구동을 한 정 류 구동 모듈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구성이 간단하고 용이한 Buck컨버터를 용하 다. 여기

서 LLC 공진형 컨버터는 고정 주 수  고정 시비율의 개 

루  제어를 통해서 최  효율 에서 동작하게끔 하고 있으

며, PFC의 출력 압인 DC_Link 압이 변압기의 1,2차 측 

턴수 비만큼 출력으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LLC DC-DC

트랜스포머라고 정의한다. LLC DC-DC트랜스포머는 기본

으로, 330V∼480V 범 에서 가변되는 입력 압을 100V∼

135V의 범 에서 가변되는 출력 압으로 변환시키는 동작

을 하고 있다. 이 가변되는 출력 압은 LED 정 류 구동 

모듈에 입력되어 LED의 dimming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통합 원 시스템의 제어에는, 최  150MHz의 연산능력

을 가지며 최근 산업계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TI사의 

TMS320F28335 DSP를 사용한 디지털 제어를 용하고 있

으며, LED 정 류 구동 모듈의 제어에는 일반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압제어 형 IC인 TL494를 이용한 아

날로그 제어를 용하 다. 

그림 3 통합 원 시스템의 회로도

Fig. 3 Circuit diagram of Integrated power system

2.2 Bridgeless PFC 컨버터

그림 4는 통합 원 시스템의 첫째 단에 용한 bridgeless 

PFC컨버터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bridgeless PFC컨버터는 

기존의 boost 타입의 PFC컨버터와 달리 정류용 다이오

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효율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4개의 스 칭 소자가 릿지 형태로 구성되

고 있기 때문에 제어가 다소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3~[7]. 

이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제어를 용하

다.

그림 4 Bridgeless PFC 컨버터의 회로도

Fig. 4 Circuit diagram of a bridgeless PFC converter

그림 5는 AC입력 압이 양의 반주기  200V지 을 통과

할 때 bridgeless PFC컨버터의 이론  동작 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로부터 각각 입력 압, 스 치      의 

구동 압, 인덕터 류(입력 류)의 형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6은 스 치의 한 주기를 4개의 동작모드로 구분했을 

때 각 동작 모드에서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각 모드별 동

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드 1(t0 ∼ t1) :  S1 on, Ds3 on

  의 시 에서 스 치 이 턴 온 되면 그림 4(a)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류 은 입력으로부터    의 body 

다이오드 를 통하여 흐르며 선형 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인덕터    에는 에 지가 축 된다.

모드 2(t1 ∼ t2) :  Ds2 on, Ds3 on

  의 시 에서 스 치 이 턴 오  되면 그림 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류 은 와 의 body다이오드 인 

   를 통하여 흐르면서 인덕터    에 축

던 에 지를 출력 측으로 방출한다. 이 때 류의 기울기는 

선형 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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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3(t2 ∼ t3) :  S4 on, Ds2 on

  의 시 에서 스 치 가 턴 온 되면 그림 4(c)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류 은 입력으로부터    의 body 

다이오드 를 통하여 흐르며 선형 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인덕터    에는 에 지가 축 된다.

모드 4(t3 ∼ t4) :  Ds2 on, Ds3 on

  의 시 에서 스 치 가 턴 오  되면 그림 4(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류 은 와 의 body다이오드 인 

   를 통하여 흐르면서 인덕터    에 축

던 에 지를 출력 측으로 방출한다. 이 때 류의 기울기는 

선형 으로 감소한다. 입력 압의 음의 반주기 동안은 스

치    가 온, 오  하며 지 까지 설명한 내용과 동일

한 동작을 반복하므로 여기서 그 동작 설명은 생략하는 것

으로 한다.

그림 5 PFC 컨버터의 이론  동작 형

Fig. 5 Theoretical waveforms of the PFC Converter

(a) 모드1(t0 ∼ t1)

(b) 모드2(t1 ∼ t2)

(c) 모드3(t2 ∼ t3)

(d) 모드4(t3 ∼ t4)

그림 6 동작모드 별 등가회로

Fig. 6 Equivalent circuits for each mode

2.3 LLC DC-DC 트랜스포머

그림 7은 LLC DC-DC트랜스포머로 사용되는 LLC 공진

형 컨버터의 기본회로를 나타낸다. 

그림 7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도

Fig. 7 Circuit diagram of LLC resonant converter

LLC 공진형 컨버터는 스 치    의 스 칭 부 공

진 커패시터 , 트랜스포머의 설 인덕턴스   자화 인

덕턴스로 구성된 공진 부, 다이오드    와 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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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으로 이루어진 정류부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진 부의  ,    의 값과 스 칭 주 수 의해서 여러 

가지 동작 역이 존재한다. 

그림 8은 그림 7에 나타낸 LLC 공진형 컨버터의 동작

역을 나타낸다. 이 컨버터의 정상상태 동작은 공진부의 공

진 커패시터   과 설 인덕턴스 의 크기에 따라 역 1

에서 역3까지 3가지 역이 존재한다. 특히 역 2에서의 

동작은   과 에 의한 공진 주 수와  ,    자화 인

덕턴스 에 의한 공진 주 수 사이의 주 수 역에서 스

칭을 하기 때문에 부하 류에 독립 으로  압 스

칭이 가능하고, 자화 인덕턴스의 값에 의하여 스 치 턴 오

 시 류 스트 스 조 이 가능하며,  2차측 다이오드   

 가  류 스 칭으로 동작하는 등 고 효율에 유리한 

이 있어서 LLC 공진형 컨버터는 주로 이 역에서 동작

시키는 것이 일반 이다[8],[9].

그림 8 LLC 공진형 컨버터의 3가지 동작 역

Fig. 8 Three operation regions of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9는 LLC 공진형 컨버터의 이론  동작 형을 나타

내는데, 로부터 각각 스 치    의 구동 압, 스 치 

     의 드 인-소스 간 압과 공진 커패시터 의 

양단의 압, 설 인덕턴스    자화 인덕턴스 의 

류, 스 치    의 류  2차측 다이오드    

의 류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스 치의 한 주기를 4개의 

동작모드로 구분했을 때 각 동작 모드에서의 등가회로를 나

타낸다. 각 모드별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드 1(t0 ∼ t1) :  S5 off,  S6 off,  D1 on, D2 off

스 치   가 모두 차단 상태에 있으며 이 시 구간의 

기에 짧은 시간동안 는 방 , 는 충 하여 각각의 드

인-소스 간 압은     가 된다.  충 방 이 

완료된 후 자화 인덕턴스 의 에 지의 방출에 의해 의 

body 다이오드가 턴 온 되어 압의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때 를 턴 온 시킴으로써 의  압 스 칭(ZVS)이 

가능하게 된다. 의 에 지의 방출에 의해 흐르는 류의 

양이 에 흐르는 류의 양보다 크기 때문에 에 흐르는 

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가 2차측 다이오드 을 통해서 

흐르면서 서서히 증가한다. 이 때 은 출력 압에 클램  

되고 있으므로 공진요소는    이 된다.

모드 2(t1 ∼ t2) :  S5 on, S6 off,  D1 on, D2 off

  의 시 에서 는 턴 온 되고 의 류는 body 다이

오드를 흐르다 채 을 통해 흐른다. 의 에 지의 방출은 

계속되고 의 도통도 계속된다. 따라서 이 시구간의 공진 

요소도 모드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된다.

모드 3(t2 ∼ t3) :  S5 on, S6 off,  D1 on, D2 off

가 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구간 동안

은 에 지를 축 하기 시작한다. 공진 요소는 여 히    

 이 된다.  

모드 4(t3 ∼ t4) :  S5 on, S6 off,  D1 off,  D2 off

  의 시 에서 에 흐르는 류와 에 흐르는 류 가 

같아지면서 에 흐르던 류가 0이 된다. 따라서 공진 요

소는    에서 (+ )  로 바 게 된다. 

  이 후의 동작은 과 의 ON, OFF 동작이 서로 바뀔 

뿐 이 의 동작과 칭을 이루기 때문에 동작설명을 생략해

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9 LLC 공진형 컨버터의 이론  동작 형

Fig. 9 Theoretical waveforms of LLC resonant converter

(a) 모드1(t0 ∼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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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드2(t1 ∼ t2)

(c) 모드3(t2 ∼ t3)

(d) 모드4(t3 ∼ t4)

그림 10 동작모드 별 등가회로

Fig. 10 Equivalent Circuits for each operation mode

그림 11은 LLC공진형 컨버터를 해석하기 한 등가회로

를 나타낸다. 이 회로에서 입력은 스 치 와   의 교번 

스 칭 동작에 의해 구형 가 생성되지만 공진 탱크 회로의 

선택도 가 매우 높다는 가정 하에 기본  성분만 고려하

는 것으로 하여  
 으로 정의한다. 한편 출력은 트랜스포머

의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것으로 등가 부하 항을 

  , 출력 압을  
로 정의한다.  ,    은 각각 공

진 커패시턴스, 트랜스포머의 설 인덕턴스   자화 인덕

턴스를 나타낸다. 는 등가 부하 항으로서 다음 식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n은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권선 비를 

나타내며 는 LLC 컨버터의 출력 항을 나타낸다. LLC 

공진형 컨버터는 앞서 정상상태 동작해석에도 언 한 바와 

같이 공진요소의 조합에 의해 두 종류의 공진주 수를 가지

며 이를 식(2)에 나타냈다.

 


    


            (2)

식 (2)로부터 정규화 된 공진 주 수 은 공진 주 수 과 

스 칭 주 수 의 비로 나타내어지며 식 (3)과 같다. 

 


     (3)

m은 설 인덕턴스와 자화 인덕턴스의 비이며 식(4)와 같이 

정의한다.



 



     (4)

는 특성 임피던스로서 식(5)와 같이 정의한다.

 





     (5)

Q는 선택도이며 식(6)로 정의한다.







     (6)

그리고 식(1)∼(6)의 라미터를 이용하여 LLC 컨버터의 입

/출력에 한 압이득 을 구하면 식(7)과 같이 된다.

































 

  (7)

여기서 공진 주 수 과 스 칭 주 수가 같다고 하면 

식(8)과 같이 M은 1이 된다.






 





          (8)

식(8)로부터 LLC컨버터의 입력 압과 출력 압의 계는  

식(9)와 같이 트랜스포머의 턴 비의 계에 의해서 결정된

다는 을 알 수 있다.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LC컨버터의 동작을 이 역으로 한

정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 식의 결과를 토 로 하여 

LLC컨버터를 LLC DC-DC 트랜스포머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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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LC 공진형 컨버터의 등가회로

Fig. 11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본 논문의 LLC DC-DC트랜스포머 설계에 용한 수치를 

이용하여 각 라미터의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Ω         (10)

이때 등가부하 항 Rac는 다음과 같다.

 

 


⋅


⋅Ω       (11)

공진 주 수를 결정하는  ,  , 의 값은 다음과 같다.

              (12)

식 (12)로부터 각 공진주 수의 값은 다음 식과 같다.

                 (13)

정규화 된 공진 주 수 은 다음과 같다.

 


      (14)

한 m은 다음과 같다.



 



      (15)

특성 임피던스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6)

선택도 Q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그림 12는 본 논문의 LLC DC-DC 트랜스포머의 주 수와 

Q에 따른 압 이득을 MATLAB 시뮬 이션을 통하여 

구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과 가 동일한 지

에서는 Q값에 계 없이 압이득 은 1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 Q의 변화에 따른 압 이득특성

Fig. 12 Voltage gain characteristics for the variation of Q 

2.4 통합 원 시스템의 제어

그림 13은 통합 원 시스템의 제어를 블록도로 나타낸 

결과이다. LLC DC-DC 트랜스포머의 출력 압 을 검

출하여 기 압 Vref와의 오차를 PI제어기1을 통해서 보상

하여 이 Vref 를 추종하게끔 한다. 한편 LLC트랜스포머

의 이 출력 값과 입력 압 Vdc_link가 식(9)의 계를 만족해

야 하므로 에 Vdc_ref값을 더해서 지령 압으로 한다.   

을 다. 따라서 PI제어기2를 이용해 Vdc_link 압이 지령 압

을 추종하도록 제어한다. PI제어기2의 출력 값과 상용 AC 

압으로부터 PLL제어기를 통해 얻어진 sine 형을 곱셈기

를 통해서 곱한 값이 류 지령 값이 된다. 상용 AC 입력

류를 검출하고 이 지령 값과 비교하여 PI제어기3를 통해 보

상함으로써 입력 역률이 보상되는 PFC의 PWM신호를 발생

시킨다.

이 제어의 핵심은 LLC 공진형 컨버터를 최  효율 에서 

동작 시키는 LLC DC-DC 트랜스포머의 제어와 입력역률 

보상을 한 PFC의 제어를 통합 으로 수행한다는 이다

[3],[4],[5]. 이 제어에는 TI사의 TMS320F28335 DSP를 사용

한 디지털 제어를 용하 다.

그림 13 통합 원 시스템의 제어회로

Fig. 13 Control circuit of integrated pow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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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통합 원 시스템의 동작 순서도를 나타낸다. 

기에 DSP가 구동하면 입력 압 , 입력 류 , DC-link

압 , LLC 트랜스포머의 출력 압을 센싱하여 이

를 ADC변환한다. 이후 입력 압을 사용하여 PLL 제어를 

시작하며 각각 구동 순서에 맞춰서 시스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의 Fault Check를 한다. Fault check가 끝나면 

Inrush current check를 한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족하면 

Vdc_link의 압조건을 체크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압제어

와 류제어를 거쳐 PWM이 발생시킨다. 

그림 14 통합 원 시스템의 동작 순서도

Fig. 14 Operation flow chart of integrated power system

3. 정 류 구동 모듈

그림 15는 최종 부하인 LED를 구동하기 한 Buck컨버

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를 나타낸다. 통합 원 시스템의 

LLC DC-DC 트랜스포머의 출력 압 을 입력으로 하고 

있으며 LED의 dimming을 해 100 ∼ 135V 범 에서 가

변되는 입력 압을 R1과 R2의 압 분배회로를 통해 

지령 압 Vref를 생성한다. Buck컨버터의 출력에서 Rsense를 

통하여 검출된 류 Isense값과 Vref의 오차가 증폭된 값을 

통해서 dimming과 정 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림 15 LED를 한 정 류 구동회로

Fig. 15 Constant current driver circuit for LEDs

4. 실험 결과

지 까지 논의한 LED 조명용 정 류 구동모듈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험세트를 제작하 으며, 이 때 사용

된 설계 사양은 표 1부터 표 4에 나타냈다. 즉 표 1은 통합 

원 시스템의 기  사양, 표 2는 통합 원 시스템의 회

로 정수, 표 3은 LED 구동회로의 기  사양, 표 4는 LED 

구동회로의 회로 정수를 나타낸다. 제작된 세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LED 조명용 정 류 구동모듈 

동작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하 실험 결과를 제시

한다. 

표   1  통합 원 시스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integrated power system

Parameter Value

최 출력 2[kW]

AC입력 압 100[V] ∼ 265[V]

DC_Link 압 340[V] ∼ 480[V]

출력 압 100[V] ∼ 135[V]

최  출력 류 15.3[A]

PFC 스 칭 주 수 10[kHz]

LLC 공진 주 수 62[kHz]

LLC 스 칭 주 수 60[kHz]

트랜스포머 턴비 14:8

표   2  통합 원 시스템 설계 라미터  

Table 2 Design parameters of integrated power system 

Parameter Value

Boost인덕터 4[mH]

DC_Link커패시터 1400[uF]

공진 커패시터 300[nF]]

설 인덕턴스 21.7[uH]

자화 인덕턴스 155[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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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부하시 통합 원 시스템의 실험 형

Fig. 19 Experimental waveforms of integrated power system 

at light load

표   3  LED 구동모듈의 기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LED drive module

Parameter Value

입력 압 100∼135[V]

출력 압 46.2[V]

출력 류 1.2[A]]

스 칭 주 수 132[kHz]

표   4 LED 구동모듈의 설계 라미터  

Table 4 Design parameters of LED drive module

Parameter Value

인덕터 475[uH]

커패시터 47[uF]

LED 압/ 류 3.3[V]/67[mA]

LED 구성 직렬14개/병렬18열

그림 16은 제작된 통합 원 시스템의 사진이며, 그림 17

은 정 류 구동 모듈의 사진이다. 그리고 그림 18은 부하

로 사용된 LED모듈의 사진을 나타내는데 각각 ON과 OFF

일 때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16 통합 원 시스템의 사진

Fig. 16 Photograph of Integrated power system

그림 17 LED 구동 모듈의 사진

Fig. 17 Photograph of LED drive module

(a) ON

(b) OFF

그림 18 LED 모듈

Fig. 18 LED module

그림 19  20은 통합 원 시스템의 실험 형을 나타낸

다. 그림 19는 경부하 400W에서의 결과이며, 그림 20은 

부하 2kW에서의 결과이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에서 왼쪽은 

AC입력 압 형(Ch3)과 입력 류 형(Ch4)을 나타낸다. 

오른쪽은 로부터 LLC DC-DC 트랜스포머의 하단 

MOSFET의 Vgs 형(Ch1),  Vds의 형(Ch3), 설 인덕

터 류 형(Ch4)을 나타냈다.

이 결과로부터 통합 원 시스템은 경부하에서 부하에 

걸쳐 우수한 역률개선과 LLC DC-DC 트랜스포머의 정상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은 LED 구동 모듈의 실험 형을 나타냈다. 이 

그림에서 Ch1은 MOSFET 스 치의 Vgs 형, Ch2는 출력 

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왼쪽 형은 입력 압이 100V

일 때, 오른쪽 형은 입력 압이 135V일 때의 결과를 나타

냈다. 이 결과로부터 입력 압과 출력 류가 증가함에 따

라서 시비율이 제어되면서 dimming과 정 류의 동작이 정

상 으로 이루어 진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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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경부하시 통합 원 시스템의 측정 결과

Fig. 22 Measured results of integrated power system at 

light load

그림 23 부하시 통합 원 시스템의 측정 결과

Fig. 23 Measured results of integrated power system at full 

load
그림 20 부하시 통합 원 시스템의 실험 형

Fig. 20 Experimental waveforms of integrated power system 

at full load

그림 21 LED 구동 모듈의 실험 형

Fig. 21 Experimental waveform of LED drive module

그림 22와 23은 각각 경부하시와 부하시, 력 분석기

를 사용하여 통합 원 시스템의 력, 효율, 역률  THD

를 분석 한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경 부하시의 역률은 

94.125%, 효율은 92.421%, 류 THD는 15.177%로 측정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하시의 역률은 99.7%, 효율은 

92.644%, 류 THD는 4.186%로 측정 다. 이 결과로부터 

상했던 바와 같이 우수한 측정결과를 보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종 으로 그림 24는  부하 역에서 측정한 

통합 원 시스템의 역률과 효율을 나타낸다. 이 결과로부터  

거의  부하 역에서 역률과 효율이 90%이상 측정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최 값으로서 효율 92.64%, 역률 

99.7% 를 얻었다. 한편 LED 구동 모듈의 최  효율은 

92.44%로 측정 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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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률 효율

그림 24 통합 원 시스템의 역률  효율

Fig. 24 Measured results of power factor and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power syste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별 원 공  방식의 LED 조명 

시스템과는 다른 Bridgeless PFC와 LLC DC-DC트랜스포머

를 사용한 용량 통합 원 시스템을 구성하 고, 별도의 

dimming회로 구성없이 이 시스템의 출력 압을 이용하여 

dimming이 가능한 정 류 구동 모듈을 새롭게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로토 타입의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 실험 결과 거의  부하 

역에서 90%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최  효율 

92.64%의 최  역률 99.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통합 원 시스템의 출력 압의 변화에 따라서 LED의  

dimming이 가능함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이 개발의 상

용화를 하여, 신뢰성 테스트   가격화  등을 통한 실

용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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