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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아답타는 단일 출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근의 산업 장에서는 다출력 아답타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출력 아답타에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로그램 가능한 고효율의 다출력 아답타를 개발

하 다. 개발한 아답타의 기본구조는 라이백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아답타에서 퍼런스 압을 생

성하는 방식은 일반 인 라이백 컨버터에서와 같이 TL431을 사용하 다. 그러나 로그램 가능한 다수의 출력

값을 가변하기 해 제안되는 아답타는 디지털 가변 항인 AD5246BKSZ10-RL7과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

다. 디지털 가변 항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명령에 따라 TL431의 퍼런스 압을 변경시켜 아답타의 출력을 

가변시킨다. 개발된 아답타는 사용자에 의해 20V까지 가변가능하며 력변환 효율은 85% 이다.

ABSTRACT

A previous adapter have a single-ouput, however, a demand of a multi-output adapter increase in the recent industrial site.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in this research, we implement a programmable high efficiency multi-output adapter. The basic 

structure of the adapter introduced in this paper is a sort of flyback. The way for producing the reference voltage of the adapter 

proposed is similar to the way in the general flyback implemented with TL431.  In addition to the basic concept of the design, 

however, we introduce a digital variable resistor, AD5246BKSZ10-RL7 and a microcontroller for changing a programmable 

multi-output. It makes output be variable that the digital variable resistor change the reference voltage of the adapter by order of 

the microcontroller. The adapter output voltage is controllable in the range of 20V by the user, and the power efficiency is proven 

to b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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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휴 용 자기기 동향은 기기간의 시스템

화, 무선화, 멀티미디어화, 모바일화, 복합화 등이며 

그 에서도 멀티미디어화에 한 사회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소형  휴 용 멀티미디어가 각

받고 있는 추세이다[1]. 이러한 휴 용 멀티미디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멀티미디어의 원을 공

해주는 직류 원장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휴

용 자기기의 발달로 소형화. 경량화뿐만 아니라 

기기의 다기능화에 따른 고효율의 직류 원장치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형 단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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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류 원장치와 더불어 최근에는 한 가정에 한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동차 배터리 충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의 산업용 직류 원장치에 

한 요구도 증 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기의 산업 추

세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휴 용 단말기에서 요구하

는 력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용 배터리와 같은 

200W정도의 고출력 충 까지 가능한 다출력의 고효

율 직류 원장치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기존의 아답타는 단일 출력을 목 으로 설계되어 

원회로의 퍼런스 압을 가변 할 필요가 없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출력 아답타는 마이크

로 로세서의 명령에 따른 디지털 가변 항의 가변을

통해 퍼런스 압을 변경시킴으로써 아답타의 출력

을 가변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다.

Ⅱ. 라이백 컨버터

2.1 라이백컨버터의 기본원리

스 칭 원의 응용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고 압 

는 설 류로 인한 사고 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하여 입력과 출력 사이에 기 인 연

이 요구된다. 이 때 연에는 고주  트랜스포머가 이

용되며 이러한 스 칭 원을 연형 DC-DC 컨버터

라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고주  트랜스포머는 연

의 목  외에 1, 2차 권선비에 의해 출력 압의 크기

를 조 할 수도 있다[2-3]. 

연형 컨버터는 고주  트랜스포머가 삽입되어 있

다는 을 제외하고는 비 연형 컨버터와 그 기본 특

성이 동일하다. 라이백 컨버터는 비 연형 컨버터 

 벅-부스트 컨버터와 기본 동작이 동일하다. 그림 1

은 라이백 컨버터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라이백 컨버터의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스 치 

Q가 도통되면 트랜스포머의 1차측 권선으로 류가 

흐르게 되고 이 권선에는 입력 압이 유기된다. 한편 

2차측 권선에는 흑 의 방향에 의해 1차측과 반  극

성의 압이 유기되므로 환류다이오드 D는 역바이어

스되어 차단된다. 따라서 1차 권선의 자화 인덕턴스에

만 에 지가 축 된다. 상기 동작이 진행된 후 Q가 

차단되면 2차측 권선에는  상태와 반  극성의 

압이 유기되어 D를 도통시킴으로써 트랜스포머의 자

화 인덕턴스에 축 된 에 지를 출력측으로 방출시키

게 된다. 트랜스포머의 1차측에 Volt·sec 평형 조건을 

용 시키면 다음의 식 (1)이 된다.

 


 (1)

식 (2)는 식 (1)로부터 유도한 출력 압이다.

 




 (2)

 

 (3)

식 (3)은 Volt·sec 평형조건을 만족시키기 한 과

정을 통해 유도된 벅-부스트의 입출력 압 계식이

다. D의 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입력은 출력보다 커

지며 D의 값이 0.5보다 클 경우 출력이 입력보다 커

지는 특성을 나타낸다[2-3].

식 (2)와 식(3)을 비교할 때 식 (2)는 단지 트랜스

포머의 권선비만 추가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라이

백 컨버터의  한 가지 특징은 이 컨버터의 트랜스

포머는 연과 출력 압 크기 조 의 역할 뿐 아니

라 자화 인덕턴스에 의한 필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이다[3-4]. 

그림 1. 라이백 컨버터의 기본 회로도

Fig. 1 Basic circuit of flyback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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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라이백컨버터의 설계

그림 2. 실제 설계한 라이백 컨버터의 회로도

Fig. 2 Circuit of flyback converter designed in 
practice

그림 2는 설계한 라이백 컨버터의 회로도이다. 

스 칭소자는 PI사의 TOP271EN을 사용하 고 

100VAC에서 240VAC의 입력 압을 가진다. 3V~25V

의 출력범 를 가지며 효율은 85%이다.

그림 3. 컨버터의 퓨즈

Fig. 3 Fuse of converter designed in practice 

그림 4. 컨버터의 리지 다이오드와 필터용 캐패시터

Fig. 4 Bridge diode and filter capacitor 

of converter designed in practice

그림 3의 Fuse F1은 회로가 단락과 같은 회로의 

문제에 비하여 사용한 소자이고, 그림 4의 리지 

다이오드인 D2는 AC의 입력 압을 DC의 압으로 

정류를 한 소자이다. 커패시터 C4는 정류된 AC입

력 형의 필터의 기능과 본 시제품의 에 지 장 소

자로써 사용하 다.

그림 5. 컨버터 입력부의 수동소자

Fig. 5 Passive device of converter’s input section  

도되거나 방사된 EMI로 인해 발생한 공통모드 

노이즈를 약화시키기 해 공통모드 크코일

(Common mode choking coil)인 L1와 L2 그리고 X-

커패시터인 C2는 리지 다이오드 앞단에 치시켰

다. 한 TOP271EN에 내장된 EMI 필터로 개발한 

SMPS의 EMI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다. AC의 입력

단에서 단락 상태를 방지하는 보호회로의 동작이 실

패할 상황을 비하기 하여 항 R4는  X-커패시

터 C2의 방  경로를 제공한다. 

그림 6. 스 버 회로와 5V 출력 부

Fig. 6 Snubber circuit and 5V outpu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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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컨버터의 LC필터

Fig. 7 LC filter of converter 

스 버회로가 서지 압이나 링잉 압을 흡수하기 

하여 RC직렬분기 회로를 삽입되어 원회로의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설계한 컨버터에는 

클램  스 버와 상승률 스 버를 설계에 포함시켰다.

클램  스 버 회로는 D3, D4, VR1, C13으로 구성

하 다. 클램  스 버는 TOP271EN가 꺼져있을 동안

에 트랜스포머의 1차 권선의 설 인덕턴스에 장된 

에 지가 역써지 압(Voltage Spike)를 만드는데 이 

압의 크기는 TOP271EN의 항복 압(VDSS)을 과 

할 수 있다. 과될 수 있는 압을 제어하기 하여 

턴 오  기간 동안 다이오드 D3, D4와 과도 압 억

제기로 VR1은 1차 권선을 가로지르는 압이 정격

압보다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승률 스 버는 D1, D9, R3, C13으로 구성 하 으

며, TOP271EN이 꺼져있는 동안에 설 에 지는 D1

와 D9를 통하여 C13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TOP271EN의 드 인에 인가되는 압의 변화량을 제

한한다. 한 상기 스 버는 EMI를 여주는 역할도 

한다. TOP271EN의 턴 온이 되었을 때 커패시터 C13

은 R13을 통하여 방 을 한다.

설계한 컨버터는 두 가지의 출력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출력부는 15가지 압모드를 가진 부하를 연

결할 부하 출력부이고 두 번째 출력부는 컨트롤보드

의 원공 을 한 5V의 출력부이다. 

부하 출력부는 효율을 증가시키기 한 D15와 16

의 쇼트키 다이오드(VF4010)와 함께 2차 권선을 사용

한다. 부하 출력부에는 다이오드 D15와 D16는 역방향 

회복 특성과 EMI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설 인덕턴

스로써 SMPS의 특성을 악화 시킨다. 이러한 상 때

문에 D15와 D16 에 R1과 C21을 이용하여 RC 스

버를 삽입하 다. RC 스 버는 D15와 D16의 턴 오  

기간 동안에 역써지 압(Voltage Spike)을 필터링함으

로써 특성을 악화시키는 상을 방지하 다. RC 스

버는 턴 오  특성에 향을 주는 요소인 다이오드 

캐패시턴스와 트 이스 인덕턴스와 같은 요소를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출력부의 L1과 C24로 구성된 LC

필터는 리  제거를 하여 삽입하 다.

5V의 출력부는 트랜스의 2차 권선을 사용 한다. 다

이오드 D26을 선형 귤 이터인 7805의 입력부에 연

결하고 출력부를 컨트롤보드 커넥터에 연결시켰다. 컨

트롤보드의 마이크로컨트롤러  자소자의 동작

원으로 사용하 다. 

그림 8. 컨버터의 출력제어 부

Fig. 8 Output control section of converter 

설계한 컨버터의 출력부는 5%의 귤 이션을 유

지하기 해 TL431회로를 사용하여 조 된다. R15와 

AD5246BKSZ10-RL7의 압분배에 의한 TL431의 

퍼런스핀에 인가된 압이  2.5V보다 높을 때 TL431

은 포토커 러 PC1A를 통해 류를 도통시킨다. 상기 

동작이 진행된 직후에 TOP271EN의 컨트롤 핀은 

류를 피드백 받고 듀티비(duty ratio)를 감소시킨다. 

원회로의 동작이 시작되면 PC1A을 통해 C8은 충

을 하고, 출력 압이 출력지령을 따르기 에 

TOP271EN의 컨트롤핀으로 PC1B에 의하여 피드백을 

달한다. C8은 턴 오 동안에 R7을 통해 방 한다. 

TL431회로의 동작은 출력지령 값에 출력이 도달하는

데 허용된 시간을 연장하고 출력이 오버슈트 되는 것

을 방지한다. 커패시터 C11과 R13은 설계한 컨버터의 

루  보상을 해 설계하 다. 과도응답, 상 여유, 

크로스오버 주 수를 개선하기 해 R8과 C23을 사

용하여 추가 인 보상회로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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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컨트롤 보드의 설계

컨트롤보드는 설계한 컨버터와 결합하여 출력의 제

어, 압모드의 선택, 디스 이 등의 기능이 설계되

어 있다. 컨트롤보드의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TMEL

사의 ATmega16을 사용 하 다. 컨트롤보드는 설계한 

컨버터에서 7개의 신호를 받아와 처리를 하고 신호를 

커넥턱를 통해 다시 설계한 컨버터로 송한다. 설계

한 컨버터와의 호환을 하여 공통된 그라운드 신호

를 사용하 고,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비롯한 외부장치

의 동작 원은 5V로 설계하 다. 컨트롤보드의 사양

은 컨트롤보드 동작에 필요한 류가 400mA임을 고

려하여 도선 굵기 7mil의 Class2의 사양으로 이아웃

을 진행하 다.

그림 9. 컨트롤보드 회로도

Fig. 9 Circuit of control board

Ⅲ. 다출력 기능의 구

3.1 일반 인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의 출력 제어

SMPS는 일정한 직류 출력 압을 부하에 공 해

주는 직류 안정화 원이다. SMPS는 부품의 기생 요

소들에 의하여 부하 변동에 따른 출력 압의 하가 

발생하면 안정된 원으로서의 사용은 곤란하게 되므

로 출력 압을 안정화 시켜  수 있는 부궤환 제어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SMPS에서 부궤환 회로를 사

용하여 출력을 제어하는 표 인 방식의 가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 PWM) 방식의 제

어이다[5-8].

3.2. AD5246BKSZ10-RL7을 이용한 다출력 기능 

구

설계한 라이백 컨버터는 TL431의 퍼런스 압

을 변경하여 다출력 기능을 구 하 다. 

일반 으로 라이백컨버터를 설계할 경우 출력

압을 단일하게 결정하고 스 칭 소자를 설계하고 트

랜스포머를 설계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출력의 기능을 가지는 컨버터를 설계하기 해서는 

일반 인 설계방식을 따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TL431의 퍼런스 압을 변경하게 되면 출력을 변

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TL431의 퍼런스 압을 결

정하는 항을 ANALOGDEVICES사의 디지털 가변

항인  AD5246BKSZ10-RL7으로 설계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출력 압을 설계사양의 범  안

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AD5246BKSZ10-RL7

는 마이크로컨트롤러와 SCL핀과 SDA핀을 이용한 

I2C방식의 통신을 통하여 항 값을 변경한다. 그림  

10와 그림 11는 AD5246BKSZ10-RL7의 데이터 읽기

와 데이터 쓰기에 한 I2C통신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10. 데이터 쓰기에 한 지스터

Fig. 10 Register to data writing 

그림 11. 데이터 읽기에 한 지스터

Fig. 11 Register to data reading

그림 12는 실제로 제작한 라이백 컨버터를 보여

주고 있다. 설계한 컨버터의 실험은 1Ω의 권선 항과 

4가지의 출력 압으로 실시하 으며 그림 13은 실험 

환경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4 ~ 그림 17은 

AD5246BKSZ10-RL7의 값에 따른 출력 압을 나타내

었다. 컨버터의 효율은 표 1에서 나타내었듯이 입력

비 평균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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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구 한 라이백 컨버터

Fig. 12 Flyback converter designed in practice

그림 13. 실험 환경 구성

Fig. 13 Experimental test setup

그림 14. 12.1㏀에서의 출력

Fig. 14 Output at 12.1㏀

그림 15. 9㏀에서의 출력

Fig. 15 Output at 9㏀

그림 16. 6㏀에서의 출력

Fig. 16 Output at 6㏀

그림 17. 2.51㏀에서의 출력

Fig. 17 Output at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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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ower

output 

power

output 

voltage
efficiency

13.48W 11.49W 3.39V 85.2%

29.94W 25.9W 5.09V 86.5%

174.49W 148.84W 12.2V 85.3%

471.97W 404.01W 20.1V 85.6%

표 1. 설계한 컨버터의 효율

Table 1. Efficiency of designed converter 

Ⅳ. 결론

기존에 단일 원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온 

SMPS는 사용자로 하여  다른 출력의 원이 필요할 

경우 각 상황에 맞는 SMPS를 구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

는 가변 가능한 다출력 아답타에 한 새로운 설계방

법을 제안 하 다. 이 아답타는 출력 제어부의 TL431

에 인가되는 퍼런스 압을 가변 할 경우 출력 압

을 가변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가

변 항인 AD5246BKSZ10-RL7과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다출력의 기능을 가지는 SMPS를 구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다출력 설계 방식은 

재 산업  가정에서 요구되는 다출력 원의 니즈를 

충족시켜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다출력 컨버터는 류 불연속 

모드에서의 동작에 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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