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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구동용 단일단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히스테리시스 최적 제어

Optimal Hysteresis Control for CCM Driving of a Single-Stage 

PFC Flyback Converter for LED Ligh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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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Tack Kim)

Abstract - The current control of Continuous Conduction Mode(CCM) can be implemented by several methods: peak current 

control; average current control; and hysteresis control. Among these methods, the hysteresis current control is popularly 

applied in various converter applications because of its simplicity of implementation, fast current control response and inherent 

peak current limiting capability. However, a current controller with conventional hysteresis band which multiplies the current 

reference has the disadvantage that the modulation frequency varies in one cycle of the input voltage and, as a result, 

generates high switching frequency in the low input voltage section. Also it is complicated to design the input filter due to 

varying switching frequency. This paper proposed an optimum hysteresis-band current control method where the band is 

generated by using both multiplication method and sum method to maintain the modulation frequency to be nearly constant. 

This approach can solve the high switching frequency in the low input voltage section, and achieve easy design of input 

filte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verter is verified with the simulation and the experimen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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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광 다이오드 LED는 낮은 소비전력과 긴 수명의 장점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조명 산업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ED는 직류 전류를 통해 구동되기 때문에 상용전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AC-DC 컨버터를 필요로 한다[1, 2].

최근에, 전원 공급 장치에 있에서 파워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IEC 61000-3-2 규격은 조명을 위한 AC/DC 전

원 공급 장치에 대하여 역률(PF)과 전체 파형 왜곡률(THD)에 대

한 규격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LED 구동을 위한 AC/DC 컨버터의 역률 보정(Power Factor 

Correction, PFC)은 단일단 컨버터 방식과 2단 컨버터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2단 컨버터는 역율 보정 회로와 출력을 제어하

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출력 리플이 작고 큰 용량의 부하에

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자가 단일단에 비해서 많고 

가격이 비싸며 크기가 큰 것이 단점이다. 

또한 LED 구동을 위한 AC/DC 컨버터는 안전을 위하여 절연

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AC-DC 플라이백 컨버터는 부품수가 적으며 변압기의 

턴-수의 조정으로 간단하게 출력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상용

전원과 그라운드를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LED 구동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모드는 파워 디바이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형태에 따라서 불

연속 전도 모드(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 경계 

전도 모드(Boundary conduction mode, BCM), 그리고 연속 전

도 모드(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의 3가지의 동작 

모드로 분류할 수 있다. CCM의 경우 DCM과 BCM에 비하여 파

워 디바이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피크 값과 RMS 값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소용량의 LED 조명에는 제어가 비교적 

간단한 DCM 또는 BCM 방식이 사용되고 100W 이상의 비교적 

큰 용량의 LED 구동용으로는 소자 용량과 손실 측면에서 유리한 

CCM 방식의 플라이백 컨버터가 사용된다[3].

CCM의 전류제어는 피크전류 제어, 평균전류제어 그리고 히스

테리시스 제어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들 방식 중에서 히

스테리시스 제어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고 빠른 제어 응답과 내제

된 피크 전류 제한 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4]. 그러나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제어 방식에서 전류 기준

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히스테리시스 밴드를 생성하는 방식은 

스위칭 주파수가 가변이고 특히, 입력전압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스위칭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버터의 입력단에 필터 

설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5-7].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류 기준치에 일정 값을 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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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덧셈 방식을 혼합한 컴파운드 방식으로 히스테리시스 밴드

를 생성하는 단일단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를 제안한다. 컴

파운드 방식으로 히스테리시스 제어를 수행할 경우 입력 전압의 

전 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고 전원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도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발생하지 않으며, 

입력필터의 설계가 간단해지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플라이백 컨버터의 특성상 1차 측 전류는 스위칭 온 시

에만 흐르고 2차 측 전류는 스위칭 오프 시에만 흐르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제어를 위해서는 변압기의 양단 전류를 센싱하여야 

하지만 1차측 전류만 센싱하여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전류 센싱회

로를 간소화 하였다.

제안하는 컨버터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에너지 절감을 위

하여 디밍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2. 단일단 PFC 플라이백 컨버터 

그림 1에 단일단 플라이백 컨버터가 나타나 있다. 비록 단일단 

컨버터의 출력전압 리플이 2단 컨버터에 비하여 크지만, 단일단 

컨버터는 낮은 가격, 적은 부품 수 그리고 제어가 비교적 간단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절연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여전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8].

그림 1 단일단 플라이백 컨버터 개략도

Fig. 1 Single-Stage AC-DC Converter

플라이백 컨버터의 3가지의 동작 모드 중에서 DCM으로 동작

하는 플라이백 컨버터는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되지만 입

력전압의 크기에 따라 오프-타임이 달라지고, 또한 휴지 기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BCM 플라이백 컨버터는 다양한 오프-타임

을 갖는 것은 DCM과 같지만 휴지기간이 없고 스위칭 주파수가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히스테리시스 전류 제어방식으로 구동

되는 CCM 플라이백 컨버터는 입력 전압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온/온프-타임을 가지며 스위칭 주파수 또한 변화한다. 전류가 단

속이 없이 흐르기 때문에 DCM, BCM에 비하여 파워 디바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피크 값과 RMS 값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같은 출력 파워에 대하여 파워 디바이스의 전류 부담이 작고 손

실이 작기 때문에 다소 큰 용량의 LED 구동에 적합하다. 하지만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제어 방식은 입력 전압의 작은 구간에서 

높은 스위칭 주파수의 발생과 그에 따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

다[9].

2.1 기존의 PFC 플라이백 컨버터의 히스테리시스 제어 회로 구성

그림 2는 단일단 PFC 플라이백 컨버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PFC 제어를 위한 기준전압(VCOM) 검출부와 히스테리시스 밴

드(상한 값=L_U, 하한 값=L_L) 셍성부, 전류(i_M, i_D) 센싱부가 

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밴드와 센싱한 전류값을 비교하는 

비교부(Comparator)와 디밍을 구현하기 위한 출력 전류(i_load) 

센싱부 및 보상회로(PI controller)로 구성된다.

기준 전압 VCOM과 부하전류 제어를 위한 PI 제어기 출력 값 

K-vi의 곱으로부터 한주기 전류 기준치 i_avg_on을 구하고 상한 계

수(A_H)와 하한 계수(B_L)를 곱하여 히스테리시스 밴드의 상한-값

(L_U)과 하한-값(L_L)을 생성하는 회로로 구성된다.

그림 2 일반적인 PFC 히스테리시스 제어 CCM 플라이백 컨버터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Conventional CCM PFC hysteresis control circuit

2.2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히스테리시스 제어기의 동작 

원리

히스테리시스 제어 방식은 높은 선형성과 설계가 간단한 장점

을 가진다. 하지만,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제어 기술은 입력 전압

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스위칭 주파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스위칭 노이즈와 손실이 발생하고 따라서 입력 필터의 설계가 복

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은 히스테리시스 제어의 특성을 나타낸다. 출력 파워와 

입력전압의 크기에 따라 입력전류 기준치 iin이 정해지면 변압기

의 1차 측에 온-타임 동안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 i_avg_on은 식 

(1)과 같이 구해진다. 이 값에 상한 계수(A_H)와 하한 계수(B_L)를 

곱하여 히스테리시스 밴드의 상한-값(L_U)과 하한-값(L_L)을 생성

한다. 이렇게 생성된 히스테리시스 밴드는 변압기 1,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비교하여 실제 전류 값이 상한 값보다 크면 스위

치를 오프-시키고 하한 값보다 작으면 스위치를 다시 온-시키는 

방식으로 제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제 전류 값은 히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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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곱셈/덧셈 계수 비율 대비 스위칭 주파수

Fig. 5 Switching frequency vs the ratio S/M factor

시스 밴드 내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밴드 내에 머물게 

된다.

이때 온-타임(Ton)과 오프-타임(Toff)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의 크기,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밴드의 폭에 따라 가변하고, 따라

서 스위칭 주파수 또한 가변한다. 특히, 입력 전압이 낮은 구간에

서 높은 스위칭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높은 스위칭 

주파수는 스위칭 노이즈와 많은 스위칭 손실을 유발하고, 입력 

필터의 설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10-13].

파워 디바이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온/오프 타임과 RMS 

값은 식 (2),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3 히스테리시스 제어 파형

Fig. 3 Waveforms of hysteresi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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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변압기의 권수비, Ton은 파워 디바이스의 온-타

임, Vin은 입력 전압, Vout은 출력 전압, T는 스위칭 한-주기, ΔI

는 히스테리시스 밴드폭, Lm은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이다. Io은 

전류의 초기 값이고, DCM, BCM에서 Io는 0이 된다.

3. 제안하는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곱셈 방식에 의한 히스테리시스 밴드 

생성 방식과 달리 곱셈 방식과 덧셈 방식을 혼합하여 히스테리시

스 밴드를 생성하는 컴파운드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방식은 구

현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입력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의 높은 스

위칭 주파수의 발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입력 전압의 

전 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입력 필터의 설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는 제안한 PFC CCM 히스테리시스 제어 플라이백 컨버

터의 개략도이다. 기존에 히스테리시스 밴드는 스위칭 한 구간의 

전류 기준치 i_avg_on에 상한 계수(A_H)와 하한 계수(B_L)을 곱함으

로써 구하는 방식인데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곱셈 외에 덧셈의 상

한 계수(C_U)와 하한 계수(D_L)를 더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히스테

리시스 밴드를 생성한다. 컴파운드 방식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생

성 식은 식 (4), (5)와 같다.

그림 4 제안하는 PFC 히스테리시스 제어 CCM 플라이백 컨버터 

블록다이어그램

Fig. 4 Proposed CCM PFC hysteresis control circuit

- 컴파운드 방식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표현 식



 


 


 


 (4)



 


 


 


 (5)

여기서, L_U는 상한 값, L_L는 하한 값, A_U, B_L은 곱셈계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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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_U, D_L은 덧셈계수이다.

그림 5는 컴파운드 방식에 있어서 곱셈 계수와 덧셈 계수의 

비율에 따른 입력전압 한 주기 내에서의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낸

다. 가장 일정한 주파수의 동작을 보이는 것은 덧셈 계수의 비율

이 80%이고 곱셈 계수의 비율이 20% 일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이백 컨버터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히스테리시스 제어를 

위해서는 플라이백 컨버터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를 

모두 센싱하여야 했다.

그림 6 저역 필터 기능 전류 센싱 회로

Fig. 6 Low pass filter for current sensing

그림 7 변압기 1차 측 전류의 실제 파형과 필터링 파형

Fig. 7 Primary side current real and filtered waveforms

본 연구에서는 변압기의 1차측 전류만 센싱하는 방식을 사용

하여 시스템의 간소화를 이루었다. 대신에 그림 6과 같이 

Los-pass 기능을 겸비한 전류 센싱 회로를 사용하여 1차측 전류

가 급격히 0이 되지 않고 거의 2차측 전류의 기울기로 감소하도

록 하였다. 그림 7에 변압기 1차 측 전류와 필터링 된 전류의 시

뮬레이션 파형을 나타낸다. 전체 평균값은 비슷하면서 단속이 없

이 연속적인 파형을 보이고 있다[14].

3.1 히스테리시스 밴드 생성 방식에 따른 플라이백 컨버터의 

동작 특성

히스테리시스 밴드가 구해지면, 전류 리플(ΔI)은 식 (6)과 같

고, 턴오프 시간(Toff)은 식 (7)과 같이 턴온 시간(Ton)에 비례한

다. 따라서 어떠한 히스테리시스 밴드 폭으로 제어하느냐에 따

라 스위칭 온-오프 타임과 스위칭 주파수 등의 동작 특성은 달

라진다.

     (6)

 

 
  (7)

한주기는 T = Ton +Toff 이므로 스위칭 주파수(fsw)는 다음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8)

그림 8 히스테리시스 밴드에 따른 플라이백 컨버터 동작

Fig. 8 Operating waveforms of flyback converter

그림 8은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생

성 방법에 따른 동작 특징을 나타낸다. (a)는 곱셈 방식의 동작 

파형으로써 낮은 입력 전류 구간에서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보이

고, (b)의 덧셈 방식에서는 낮은 입력 전류 구간에서 낮은 스위

칭 주파수를 보인다. 그리고 (c)의 컴파운드 방식은 전 구간에서 

거의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입력 전류 구

간에서 가장 큰 스위칭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입력 전압이 최고인 지점에서 모두 50kHz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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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ultiplication method        (b) Sum method

 

 (c) Compound method  (d) Constant switching frequency 

그림 9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시뮬레이션 파형

Fig. 9 Simulation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위칭 주파수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d)의 일정 주파수 제어 방식

은 입력 필터의 설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현하

기가 복잡하다. 곱셈 계수와 덧셈 계수를 조합한 컴파운드 방식

은 회로가 간단하면서도 일정 주파수 제어 방식과 거의 같은 동

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 시뮬레이션

제안한 컨버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동소자에 

대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표 1 제안한 플라이백 컨버터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proposed flyback converter

파라미터 표기 값

입력 필터 인덕턴스 Lf 660(μH)

입력 필터 커패시턴스 Cf 500(nF)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 Lm 1.8(mH)

변압기의 권선비 n 0.33

그림 9는 4가지의 구동 방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

낸다. 입력전압 한 주기의 히스테리시스 밴드, 변압기 전류와 스

위칭 주파수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곱셈 방식은 낮은 입력 

전압의 구간에서 수백 kHz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내고, 덧

셈 방식은 낮은 스위칭 주파수와 노이즈를 나타내며 그리고 컴파

운드 방식은 거의 일정한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내었다.

5. 실  험

제안한 컨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동소자에 대한 파라미터는 시뮬레이션과 

같다.

(a) 입력 전압이 낮은 구간

(b) 입력 전압이 높은 구간

그림 10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

Fig. 10 Switching frequency of proposed converter

그림 10은 입력 전압과 파워 디바이스의 전류를 나타낸 것으

로써 입력 전압의 낮은 구간과 피크 값에서 거의 같은 스위칭 

주파수(약50kHz)로 동작함을 나타낸다.

그림 11은 입력 전압 110Vac와 220Vac에서 전-부하(150W)와 

반-부하(75W)에서의 실험 파형으로써 입력 전류가 입력 전압과 

동상으로 동작하여 PF=1로 측정되었고, 고조파 분석 그래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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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put voltage = 110V, Output power = 75W       (b) Input voltage = 110V, Output power = 150W

     

        (c) Input voltage = 220V, Output power = 75W        (d) Input voltage = 220V, Output power = 150W

그림 11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실험 파형

Fig. 11 Experimantal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그림 12 제안한 컨버터의 입력 역률 측정 결과

Fig. 12 Power Factor of proposed converter

그림 13 플라이백 컨버터의 입력전류의 고조파 분석 그래프

Fig. 13 Harmonic spectrum of the input current

기본파 성분 외에 고조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110Vac와 220Vac 입력 전압과 5가지 경우의 부하에

서 입력 역률을 측정한 결과로써 PF는 입력 전압이 높고

(220[V]) 출력 파워가 낮은(부하율 20[%], 30[W]), 따라서 입력 

전류가 작은 경우에만 PF가 0.99로 나타났고 그 이상의 출력 파

워에서는 단위 입력 역률(PF=1.0)로 동작함을 보였다.

그림 13은 제안한 컨버터의 입력 전류를 국제 규격인 IEC 

61000-3-2의 Class C와 비교한 차트이다. 110Vac입력 전압, 

전부하일 때 THD=3.51[%], 110Vac입력 전압, 반부하일 때 

THD=3.21[%], 220Vac 입력 전압, 전부하일 때 THD=1.91[%], 

220Vac 입력 전압, 반부하일 때 THD=1.78[%]로 낮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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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두 IEC 규격을 모두 만족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디밍이 가능한 LED 구동용 단일단 CCM PFC 

플라이백 컨버터를 제안하였다. 히스테리스 제어를 위한 히스테

리시스 밴드는 컴파운드 방식 즉, 곱셈 방식과 덧셈 방식이 모두 

적용된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히스테리시스 밴드와 비교되는 컨

버터의 전류는 변압기의 1차 측 전류만 센싱하여 Low-pass 필

터로 필터링함으로써 시스템의 간단화를 이루었다. 제안한 컨버

터의 시작품을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입력 전원의 낮은 전압 구

간에서도 고속 스위칭을 동반한 전류파형의 찌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DCM, BCM 모드의 낮은 입력 전압 구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영전류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컨버터의 입력 전류

의 역률은 대부분의 동작 모드에서 단위 입력 역률(PF=1.0)로 동

작함을 보였다. 또한 2가지 입력 전압(110[Vac], 220[Vac])에서 

전-부하와 반-부하에서 동작할 때의 THD는 5% 이내로 측정되

어 국제 규격인 IEC 61000-3-2의 규격을 모두 만족함을 보임으

로써 매우 고품질의 LED 구동용 컨버터의 설계가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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