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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Bridge LLC 공진 컨버터를 이용한 

파워 LED의 정전류 적응제어기

(Adaptive Current Control of Power LEDs Using Half-Bridge LLC Resonant Converter)

김응석*․김영태**

(Yeung-Suk Kim․Young-Tae Kim)

Abstract

In general, the LLC resonant topology consists of three stages as; square wave generator, resonant

network, and rectifier network. LLC resonant converter has the time slowly varying parameters.

However, the power LEDs as the load of LLC converter can be regarded as fast time varying

parameters. In this paper, the mathematical model of half-bridge resonant converter including with the

power LEDs is introduced for the current controller design model. Using this controller design model,

the parameter adaptive output feedback controller will be designed to control the power LEDs current.

In order to show the validities of the proposed model, the parameter adaptive output feedback

controller,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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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LC 공진형 컨버터의구조는 LC 직렬공진컨버터

와유사하며, 유일한차이점은자화인덕턴스값이다.

직렬공진컨버터는LC 직렬공진인덕턴스()보다훨

씬큰자화인덕턴스를갖지만, LLC 공진형컨버터의

자화인덕턴스는 LC 직렬공진 인덕턴스에 비해 3～8

배의크기이며, 대개변압기의공극을도입하여구현

한다[1]. LLC 공진형컨버터는직렬공진컨버터에비

해많은장점을갖는다. 즉상대적으로스위칭주파수

를아주작게조절하더라도민감한부하변동등에대

해적절한출력조절을실현할수있다. 또한모든동

작영역에서영전압스위칭(Zero Voltage Switching :

ZVS)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반도체 장치의 접합

커패시턴스와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 및 누설 인덕

턴스를포함한모든필수기생요소들이소프트스위

칭을얻기위해활용된다[1-5]. LLC 공진형컨버터는

시간에따라느리게변하는파라미터값들을갖고있

다. 그러나파워LED는상대적으로시간에따라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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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하는 부하 파라미터로 간주할 수 있다[6-8].

따라서본논문에서는기존의LLC공진컨버터의일

반적인 수학적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파워

LED의파라미터시변성을고려한전류제어기설계모

델을도출한다. 이전류제어기설계모델을활용하여파

라미터시변성및부하임피던스변동에강인한파라미

터 적응형 출력 궤환 제어기를 설계한다. 2절에서는

LLC 공진형컨버터의수학적모델에대하여논하고, 3

절에서파워LED의출력전류를제어하기위한파라미

터적응형출력궤환제어기를설계한다. 제안한제어

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를 4절에서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2. 수학적 모델

그림 1은 half bridge LLC 직렬공진컨버터의개략

도를나타내고있다. 여기서 은병렬인덕터로작동

하는 자화 인덕턴스이고, 은 직렬공진 인덕터이며,

은공진커패시터이다. 동작주파수는공진주파수

와동일한것으로간주되며, 과  간의공진에의

해결정된다. 자화 인덕턴스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

에 의미있는 크기의 자화전류()가 존재한다. 1차측

전류()는 이 자화전류()와 1차측에영향을주는 2

차측 전류의합이다. 일반적으로 LLC 공진 회로구성

은그림 1에서와같이구형파발생기, 공진회로, 정류

회로의 3 단계로 이루어진다[1].

그림 1. Half brige LLC 공진 컨버터를 이용한 파워 LED
구동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power LEDs drive system using
half-bridge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2는 LLC 공진 컨버터의 일반적인 파형을 나

타내고 있다. 순수 구형파가 공진회로에 입력된다면,

공진회로의 필터링 동작에 의해 공진 컨버터의 전압

이득을얻기위한근사화를가능하게한다. 변압기의

2차측에 연결된정류회로는임피던스 변환기로서 동

작하기때문에실제부하임피던스와는차이가있다.

1차측 회로는 정현파 전류원()으로 대체되며, 구형

파 전압()는 정류기의 입력단에 나타난다. 의

평균치가 출력전류 이므로,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그리고,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n  
 sin   (2)

여기서 는출력전압이다. 의기본성분은다

음과 같다.


  


 (3)

의고조파성분은전력변압기에포함되지않으

므로교류등가부하임피던스()는 
 를 로나눠

서 얻을 수 있다.

 











 (4)

여기서 는부하임피던스로서파워LED의임피던

스이다. 변압기의권수비()를고려하면1차측

에서의등가부하임피던스는다음과같이쓸수있다.

  



 (5)

등가 부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교류 등가 회로를

얻을수있다. 그림 2에서, 
와 

 는각각구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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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와변압기 2차측 전압  이다. 식 (4)

의 등가부하임피던스를이용하여 LLC 공진컨버터

의 특성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에회로해석법을적용하면, 전압입력-전류출

력 모델을 얻을 수 있다.


  


  


  







  
  

 
 





 




(6)

여기서 ‘ ’는 미분 연산자이다. 식 (6)의 전압입력-

전류출력모델은부하로서의파워LED의전류제어기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7)

여기서   
,  

  


,  


 ,   ,  ,  

이다.

그림 2. 부하를 포함한 LLC 직렬공진 컨버터의 교류
등가회로

Fig. 2. AC Equivalent Circuit for LLC Resonant
Converter with Load

3. 정전류 적응제어기 설계

식 (7)로주어진제어기설계모델을입출력모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
,

,
 이다. 파라미터

적응전류제어기설계를위하여식 (8)의입출력모델

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9)

여기서  ,
 ,   이다. 따

라서 모든 상태들은 출력 를 순차 적분함으로써 쉽

게 알 수 있는 값이다. 이제 파라미터 벡터 를

      으로 정의하고, 상태벡터를

    로정의하면식 (9)는다음과같이적

응제어기 설계 모델로 다시 쓸 수 있다.

      (10)

식 (10)의 적응제어기설계모델을이용하여다음과

같이 적응제어기를 설계한다.

     (11)

  


  

 (12)

여기서  
 
 
는 의추정치이

고,   이다. 과 는양의상수로서설계파라

미터들이다. 은 기준입력(기준전류)이고 는 원하는

출력(출력전류)이다. 식 (12)를식 (10)에대입해서정리

하면다음과같이폐루프시스템방정식이얻어진다.

    





  





 (13)

    
 (14)

여기서,  
이다. 따라서 오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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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다음과 같다.

  

  (15)

리아프노프 함수 후보(Lyapunov function candi-

date)를    

 

 으로 정의하면, 이

함수의 시간에 관한 1계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16)

식 (16)으로부터파라미터적응칙을다음과같이설

계하기로 한다.

   

   (17)

위의식 (17)을식 (16)에대입하면, 다음식이얻어

진다.

  
 (18)

식 (18)로부터출력오차 와그 1계도함수  , 그리

고 가시간이지남에따라점근적이빠르기로 ‘0’으

로수렴함을알수있다. 또한입력 와양의함수 

가모두유계이고 가 ‘0’으로수렴하므로 와  역시

모두 ‘0’으로수렴함을알수있다. 그러므로시스템내

의모든신호들은유계이며, 전체 시스템은점근적인

안정도를 만족한다.

4. 실험 결과검토

이제앞에서언급한적응제어기에대한타당성을실

험을통해알아보기로한다. 적응제어기를다시정리

하면다음의 표 1과 같다. 미분방정식의해는연산시

간이가장짧은오일러공식을이용하였다. 인간의빛

의자극에대한반응시간을고려하여제어기및적응

칙의 적분간격을 모두 1msec로 하였다.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및 제어기 수식
Table 1. The system parameters and the

controllers

컨버터

파라미터

   H,   H
   nF ,   ∼ kHz

   

제어기

파라미터

     ,  ,

 ,  

제어기

    ,  

    
 


적응칙

   

  

그림 3에실험회로의대략적인구성도를나타내었

다. LED 구동부는 half bridge LLC 공진 컨버터와

FET 스위치( )를적용하였고, 전류의측정은검

출저항() 양단전압을측정하여 환산하는방식을

채택하였다. 전류 측정부와 마이컴(8-bit MCU)부의

절연을 위하여 포토커플러(phto-coupler)를 적용하였

다. 부하전류측정치를 ADC로입력하여표 1의 제어

기와적응칙을연산하고결과는 VCO로보내스위칭

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연산은오일러공식을이용

하여 1ms마다수행하였다. 컨버터의입력전압은 15V

로 하였으며 LED 구동 전류는 0.35A로 하였다.

그림 3. 실험 회로 구성도
Fig. 3. The experimental circuit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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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제어기의부하변동에대한강인성및속응성

을 보이기 위해 3개의 LED를 수동 스위치(  )

를 이용하여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ON-OFF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4 실험장치
Fig. 4 The experimental set-up

그림 5는전류측정저항의전압(전류) 및 LED양단

전압을나타내고있다. 그림 5 (a)는 부하측스위치를

→ → 의 순서로 ON했을 때의 부하 전류 측정

저항()의 전압() 및 LED 양단전압()를 나

타내고있다. 스위치를절환하면부하 LED의개수가

변하게되며, LED양단전압은개수가늘어남에따라

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하전

류 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b)는 부하측스위치를 → → 의순서

로 ON 했을 때의 부하 전류 측정 저항()의 전압

() 및 LED 양단전압()를 나타내고있다. LED

양단전압은개수가줄어듦에따라감소하는것을볼

수있으며, 부하전류 는크게변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c)는 부하측 스위치를 → → → 의

순서로 ON했을때의부하전류측정저항()의전

압() 및 LED 양단 전압()를 나타내고 있다.

LED양단전압은개수가늘거나줄어듦에따라증가

하거나감소하는것을볼수있으며, 그럼에도불구하

고부하전류 는크게변동하지않는것

을 볼 수 있다.

(a) 스위치 ON 순서 → → .

(a) Switch ON timming as → → .

(b) 스위치 ON 순서 → → .

(b) Switch ON timming as → → .

(c) 스위치 ON 순서 → → → .

(c) Switch ON timming as → → → .

그림 5. 전류 측정 저항의 전압(전류) 및 LED 양단 전압
Fig. 5. The output voltages of  and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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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는 과도응답을 스코프의 스케일을 최대

한키워서보여주고있다. 부하변동시에도일정전류

제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 스위치 ON 순서 → .

(a) Switch ON timming as → .

(b) 스위치 ON 순서 → .

(b) Switch ON timming as → .

그림 6. 전류 측정 저항의 전압(전류) 및 LED 양단 전압
Fig. 6. The output voltages of  and LED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ower LED의 정전류 구동을 위한

제어기 설계문제를 다루었다. Power LED의 정전류

구동부, 전류측정부및전류제어부의설계시LED의

비선형 임피던스 특성을 고려하였다. LED의 비선형

특성을고려한수학적모델을재정립하고, 이를 이용

하여 파라미터 적응형 전류제어기를 설계하였다.

LED구동 전류는 half bridge LLC 공진 컨버터 방식

을이용하여설계하였다. LED 조명시스템의장시간

작동에의한L, C, R의열화및LED구동전류변동에

의한 LED 임피던스변동등 LED 구동시스템의파라

미터 변동 영향을 고려한 적응제어기의 타당성을 실

험을통하여분석검토하였다. 시스템의상태가변동

하더라도LED구동전류는일정하게유지됨을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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