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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 절연변압기를 구비한 반브릿지 공진형 컨버터

Half-Bridge Resonant Converter with Coreless Isolation Transformer

허  준* ․ 전 성 즙

(Joon Heo ․ Seong-Jeub Jeon)

Abstract - Recently, new power devices, SiC and GaN FETs, are commercialized. They are expected to change power 

electronics environments. They will raise operating frequencies of power electronic equipments. Accordingly, design method will 

be changed greatly. In this paper, an 1 MHz resonant converter with fully compensated coreless isolation transformer is 

proposed, where the primary voltage is proportional to the secondary current and the primary current to the secondary 

voltage. 30 W prototype is constructed and tested, and its usefulness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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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실용화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전력용 반도체소자

인 SiC(Silicon Carbide) FET(Field Effect Transistor)와 GaN 

(Gallium Nitride) FET는 전력전자 회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1]-[4]. SiC로 만들어지는 FET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가 차지하고 있던 분야에서 

점점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데 FET 내에 만들어지는 

Schottky 다이오드는 역회복(reverse recovery) 과정을 겪지 않

고 역저지 능력이 확립되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적어 스위칭 

주파수를 한 층 높일 수 있어 하드스위칭으로도 100[kHz]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GaN FET는 micro wave 영역에

서도 동작이 가능할 정도로 스위칭 특성이 우수하다[1],[3]. 그러

나 우수한 스위칭 특성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구동 회로의 구성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기기나 전력전자 회로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이 확대되는 단계

에 돌입하였다[5]. 이들 소자는 하드 스위칭으로도 높은 주파수 

동작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들어가는 회로에 의한 소프트 스위칭 

기술은 이들 반도체로 전력변환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그다지 유

용하지 못하다[6],[7]. 그에 비해 추가되는 소자 없이 이루어지는 

소프트 스위칭 기술은 잡음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전히 

유용하다[8]. 전력변환 회로에서 사용되는 자기회로(변압기와 인

덕터)는 출력을 동일하게 두면 그 크기가 대략 주파수에 반비례

한다. 본 논문에서는 GaN FET로 공진형 변환기를 구성하고 1 

[MHz]로 동작시켰는데 절연 변압기는 공심형으로 만들었다. 자

성재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크기는 커지지만 1 [MHz]의 동작

에서는 흔히 쓰는 자성재료인 ferrite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은데 

공심으로 만들면 자성재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적인 

공진형 컨버터에서는 누설인덕턴스만 공진에 사용하는 것과는 달

리[9] 본 논문에서는 자기 인덕턴스 전체를 1차와 2차 회로의 

공진에 사용하여 2차의 전류가 1차 전압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이런 경우 1차 또는 2차에 추가로 인덕터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

므로 전체적으로 자기회로가 변압기 하나만으로 구성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선로의 인덕턴스가 변압기의 자기 인덕턴스와 직렬로 

나타나는데 선로 인덕턴스를 자기 인덕턴스에 포함시켜 공진회로

를 구성하므로 선로 인덕턴스는 회로에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lyback converter가 단일 변압기만으로 전력변환회로

를 구성하여 2차 측에 인덕터가 없어 단순하면서도 좋은 스위칭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flyback converter는 에너지 전달이 1

차 회로를 통하여 자화 인덕터에 에너지를 저장한 후 2차로 방

출하는 2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져 변압기 이용률이 낮아 용량이 

커질수록 불리한 면이 있다. 본 전력변환기에서의 절연변압기는 

스위칭 주기 전체를 통하여 전력이 전달되어 변압기 이용률이 높

고 2차 측에 인덕터를 가지지 않으므로 좋은 스위칭 특성을 나

타낸다.

2. 본  론

2.1 반브릿지 공진형 컨버터의 제어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사

용될 수 있다. 하나는 동작 주파수로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부하의 변동이 클 경우 주파수의 변동 범위가 매우 넓은 단점이 

있으나 소프트 스위칭을 구현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9]. 두 번째 방법은 동작 주파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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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컨버터 회로도 

Fig. 1 Circuit diagram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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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컨버터의 동작 파형 

Fig. 2 Operation waveforms of the proposed converter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제어 정류회로나 다른 dc-dc 변환기

로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전압을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하는 방식과 입력 전압은 일정하게 두고 PWM 

(Pulse Width Modulatio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PWM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소프트 스위칭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많이 사

용되지 못하였으나 SiC나 GaN FET 소자의 등장으로 사용이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브릿지 형에서는 일반적인 PWM이, 전브

릿지에서는 위상천이(Phase-Shift) PWM이 쓰일 수 있다. 반브릿

지 컨버터는 출력 전압의 제어 범위가 넓지 못한 단점이 있지만 

단순한 구조와 안정된 소프트 스위칭으로 인해 비공진형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10]. 본 논문에서는 출력이 크지 않는 관

계로 구조가 단순한 반브릿지를 공진형 컨버터로 사용하고 일정

주파수로 동작시켰고 출력은 PWM으로 제어하였다. 그림 1은 반

브릿지 공진형 컨버터 회로로 반브릿지 컨버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비대칭 제어로 출력 전압에 포함된 기본파의 크기를 조절한

다. 상측 스위치 S1에 on 게이트 신호를 가하면 A점은 직류 전

원의 (-) 점에 대하여 VDC, 하측 스위치 S 2에 on 게이트 신호를 

가하면 A점은 직류 전원의 (－) 점에 대하여 0가 된다. S 1의 on 

시간을 DT, S 2의 on 시간을 (1-D )T 라 하면, 전압파형의 비대칭

성에 의해 커패시터 Cr1에는 (1) 식으로 주어지는 바이어스 전압

이 발생하고 L1 양단에는 직류가 포함되지 않은 교류 전압이 나

타난다.

DCc DVv =Δ (1)

Δvc를 제외한 출력전압을 퓨리에 급수 전개하면 n차 고조파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Dn
n
Va DC

n π
π

sin2=      (2)

식 (2)로 표현되는 고조파에는 우수 차도 포함된다.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매우 낮고 고조파에 대하여는 비교적 큰 임피던

스가 존재하여 고조파 전류는 기본파에 비해 많이 감쇄되어 비교

적 정현파에 가까운 전류 파형이 얻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소자로 GaN 소자를 사용하여 1 [MHz]

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PWM 변조된 게이트 신호는 1 [MHz] 삼

각파와 제어신호를 비교하여 얻는다.

2.2 절연변압기의 구성

절연변압기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1차 측의 회로와 2

차 측의 회로를 분리 ․ 절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한 회로에서

는 이 목적 이외에 회로 동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차와 

2차의 자기인덕턴스가 각각의 공진회로를 구성한다. 동작 주파수

가 높아 공심형으로 제작하였다. 공심형의 단점은 발생자속이 공

간 중에 흩어져 불필요한 곳에 자속이 지나가게 되어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속이 가능한 절연 변압기 주변에 머물

러 있게 할 필요가 있어 그림 3과 같이 토로이달 형태로 제작 

하였다. 그림 3(a)는 보빈을 평면도로 보여주고 그림 3(b)는 보빈

의 단면에서 권선이 감긴 모양을 보여준다. 토로이달 형태의 코

일이 가지는 인덕턴스는 근사적으로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a
SNL
π

μ
2

2

=     (3)

여기서 a 는 토로이달의 내경, S 는 토로이달의 단면적, N 은 z권

수이다.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의 공간으로 결합계수와 상호 

인덕턴스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모델

에서는 이렇게 구한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와 이들로부터 얻어

지는 상호 인덕턴스가 주요 파라미터이므로 이식은 토로이덜 형

태의 변압기 설계식이 된다.

2.3 절연 변압기 모델과 보상

변압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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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e of the isolation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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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el of isolation transformer

두 개의 인덕터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변압

기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변압기를 사용하여 표

현하는 것은 변압기의 철손과 같은 다양한 손실들을 고려하기가 

좋고 설계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전기공학에 널리 쓰이고 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절연변압기는 공심변압기이므로 철손을 고

려할 필요가 없어 이상적인 변압기에 기e한 모델보다는 상호결

합을 하고 있는 인덕터 모델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림 4

는 변압기를 2개의 코일을 갖는 인덕터 모델로 표현한 것으로 

추가로 공진용(보상용) 커패시터가 회로에 직렬로 삽입된 것이다. 

동작 주파수가 1 [MHz]로 높은 편이지만 변압기의 크기가 파장

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선간 정전용량은 무시할 수 있어 선간 

정전용량을 고려한 분포정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집중 정수 회

로로 표현되었다. 이 모델에서 변압기는 정현파 동작을 가정하여 

페이저로 표현하면 다음의 (4)와 (5) 식으로 표현된다.

211111
1

1
1 IIIIV MjrLj
Cj r

ωω
ω

+++=      (4)

2
2

222212
1 IIIIV
rCj

LjrMj
ω

ωω +++=     (5)

L1, L2는 각기 1차와 2차의 자기 인덕턴스, M 은 상호 인덕턴

스로 자기 인덕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기 때문에 전력 전달

에 방해되는 항이다. 자기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제거하여야 전력의 원활한 전달이 이루어진다. 자기 인덕턴스에 

생기는 전압 강하 항은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커패시터로 상쇄시

킬 수 있다. 

1

1

1

rC
L

ω
ω =      (6)

.1

2
2

rC
L

ω
ω =      (7)

식 (6)와 (7)에서와 같이 자기 인덕턴스의 영향을 커패시터로 

완전히 상쇄시키면 완전보상, 자기인덕턴스를 일부 남기면 부족

보상, 자기인덕턴스를 상쇄시키고 용량성으로 남으면 과보상이라

고 한다. 완전 보상 후, 식 (4)와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111 IIV Mjr ω+= (8)

.2212 IIV rMj += ω (9)

완전 보상 후 절연 변압기는 그림 5의 등가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 정류회로는 전류원에 의해 구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r1

과 r2를 무시하면 전류원의 크기는 반브릿지 인버터의 출력 전압

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1V
2I1I

1IMjω
+ +

- -

1r 2r

2IMjω
2V

s
o
u
rc

e

lo
a
d

그림 5 완전 보상후의 등가회로

Fig. 5 Equivalent circuit after full compensation

2.4 등가임피던스

공진 커패시터를 포함한 절연변압기를 인버터 측에서 본(입력) 

임피던스는 (4)와 (5)에서 V2를 영으로 두어 다음과 같이 얻어진

다 [11].

( )

1
11

2

22
202

2

1
1

1

r

r
out

Cj
rLj

MjrLj
Cj

ω
ω

ωω
ω ++

+++==
=VI

VZ
(10)

우변의 마지막 항은 2차 측의 임피던스가 1차로 투영된 것으

로 절연변압기 2차가 개방되어 있으면 즉 2차 측 임피던스가 무

한대이면 1차로 투영된 임피던스는 영이다. 절연변압기 2차가 단

락되어 있으면 1차로 투영된 임피던스는 최대로 크다. 2차가 완

전 보상되고 r2가 영이라면 인버터 출력 전압에 의한 기본파 전

류는 흐를 수 없고 (9)에 따라 출력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전류

만 흐른다. 1차에는 고조파 전압에 따른 고조파 전류가 흐르고 

그 크기는 (10)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공진 커패시터를 포함한 절연변압기를 정류회로 측에서 본 

(출력) 임피던스는 (4)과 (5)에서 V1을 영으로 두어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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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의 단락 시험 파형: 상: 시간: 200 [ns/div]

Fig. 6 Short-circuit simulation waveforms: time base: 200 

[ns/div]

그림 7 모의 무부하 시험 파형 (시간: 200 [ns/div])

Fig. 7 No-load simulation waveforms (time base: 200[ns/div])

그림 8 모의 부하 시험 파형 (시간: 200 [ns/div])

Fig. 8 Load simulation waveforms (time base: 200 [ns/div])

얻어진다.

( )

2
22

2

11
101

1

1
1

2

r

r
in

Cj
rLj

MjrLj
Cj

ω
ω

ωω
ω ++

+++==
=VI

VZ
 (11)

출력임피던스는 1차, 2차 변수를 바꾼 것에 불과하여 유사한 

설명이 따르나 1차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어지면 소

프트 스위칭이 되므로 흔히 부족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2.5 정류회로의 구성

2차 측의 정류 회로는 동작주파수가 1 [MHz]로 매우 높으므

로 schottky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단순 다이오드 정류회로로 만

들었다. 이 정류회로의 입력은 변압기 2차 측이 정전류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류회로는 이 전류를 정류하여 평

활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컴퓨터 모의 실험

제안한 공진형 컨버터의 동작을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절연변압기와 관련된 회로 정수는 다음 장에서 기술

한 프로토 타입의 회로 정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변압기의 2

차 측을 개방하여 동작 시킨 결과로 공진회로가 구성되어 인버터 

출력이 단락 된 것과 유사하다. 낮은 입력 전압에도 큰 전류가 

흐르는데 고조파 전압은 낮고 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존재해 

전류가 거의 정현파에 가깝다. 모의실험 결과로 제시된 전압(v1, 

v2)과 전류(i1, i2)는 그림 1의 회로도에 표시된 전압과 전류이다. 

그림 7은 변압기 2차 측의 루프를 구성하되 정류회로의 입력 측

을 단락시켰다. 이런 경우는 인버터 출력에서 볼 때에는 무부하

에 해당된다. 입력전압은 정격인 48 [V]를 인가하였다. 식 (8)과 

(9)에 따라 2 차 전류는 크고 정현파에 까깝게 되나 1차에는 기

본파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고조파 전류만 약간 흐른다. 그림 

8는 정류회로를 변압기 2차 측에 삽입한 경우다. 전류의 크기는 

무부하 때와 차이가 적으나 파형은 부하 전압에 따른 고조파에 

의해 정현파에서 약간 벗어났다. 컨버터는 4.8 [Ω] 부하에 30 

[W]의 전력을 공급하고 부하 전압은 12 [V]다.

4. 실험 및 고찰

4.1 프로토 타입의 제작

제안한 공진형 컨버터의 30 [W] 급 프로토 타입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정격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력 전압은 48 

[V], 출력 전압은 12 [V]이다. GaN FET로는 TI 사의 LMG 5200

을 사용하였다. LMG 5200은 내부에 boot strap을 포함한 gate 

driver를 내장하고 있어 비교적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5]. 정류용 

다이오드는 FDFS6N754 내의 schottky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공진용 커패시터와 제작한 절연변압기의 치수 및 회로정수는 표 

2와 같다. 변압기에 사용된 선은 0.05 [mm]의 소선 250 가닥으

로 만든 litz wire를 1차에는 1가닥 2차에는 2가닥을 병렬로 권

선하였다. 그림 9는 절연변압기를 포함한 프로토 타입 컨버터이

다. 붉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절연변압기로 드러나 있는 권선

은 2차 권선이다. 노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브릿지 회로로 

세라믹 커패시터를 반브릿지 양단에 설치하여 스위칭시 발생할 

수 있는 전압 스파이크를 억제하였다. 파란 선으로 표시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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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50 

     V/div

 i1 : 5
     A/div

 v2: 20
     V/div

 i2 : 5
     A/div

그림 10 단락 시험 파형: (시간: 400 [ns/div])

Fig. 10 Short-circuit test waveforms: (time base: 400 [ns/div])

은 정류회로로 세라믹 커패시터를 다이오드에 근접하여 설치하였

다. 용량이 큰 전해 커패시터와 공진용 커패시터는 반대 면에 부

착되어 있다.

명 칭 기호 규격

입력전압 VDC 48 [V]

출력전압 Vo 12 [V]

출력전력 PL 30 [W]

출력저항 RL 4.8 [Ω]

동작주파수 f 1 [MHz]

표    1 프로토타입 공진형컨버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prototype converter 

명칭 기호 규격

토로이달 내경 a 17 [mm]

토로이달 외경 b 42 [mm]

1차 권선 내경 c1 11.5 [mm]

2차 권선 내경 c2 16.8 [mm]

1차 권수 N1 42

2차 권수 N2 15

1차 자기 인덕턴스 L1 4.06 [μH]

2차 자기 인덕턴스 L2 1.83 [μH]

상호 인덕턴스 M 1.12 [μH]

1차 공진 커패시터 Cr1 6.79 [nF]

2차 공진 커패시터 Cr2 12.8 [nF]

표    2 절연변압기 치수 및 회로 정수

Table 2 Dimension of the isolation transformer and circuit 

parameters

그림 9 프로토 타입 공진형 컨버터

Fig. 9 Proto-type resonant converter

4.2 단락 시험

절연 변압기의 2차 측의 회로를 개방하면 변압기 1차 회로가 

완전 공진되어 기본파에 대하여는 브릿지 출력단에서 는 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저전압 상태에서도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시험을 통해 공진 상태와 브릿지 회로가 정격 전류에 

대하여 잘 견디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단락 시험 파

형으로 공진이 잘 이루어져 충분한 전류를 흘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차 전류와 2차 전압의 비는 상호인덕턴스에 의해 결정된

다. 그림 6의 모의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3 무부하 시험

변압기 2차 측을 정류회로 앞단에서 단락시키면 2차 측에 설

치한 커패시터를 통해서 단락되어 단락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1

차 회로에서 기본파 전류는 2차 단락 전류에 의해 2차 회로내 

존재하는 작은 저항에 생기는 전압 강하에 해당하는 전압만 유기

시킬 정도로 흐른다. 이 때 1차 전압은 높아 고조파 전류도 흐르

게 된다. 공진이 적절치 못하면 1차의 기본파 전류가 증가한다. 

그림 11은 무부하 시험 파형을 보여준다. 2차 측 공진이 잘 이루

어졌음을 가름할 수 있다. 무부하실험 결과는 그림 7의 모의 실

험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4 부하 시험

단락 시험과 무부하 시험이 끝난 후 부하 시험을 수행하였다. 

부하에는 4.8 [Ω]의 저항이 사용되었다. 그림 12는 부하 시험 파

형이다. 절연 변압기 2차 전류는 그림 11에 비해서 파형은 약간

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파형의 차이는 정류기 전단 전압이 구형파이기 

때문에 고조파 전류가 일부 흐르기 때문이다. 인버터 출력의 파

형도 무부하 때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브릿지 회로 

출력 전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하실험 결과는 그림 

8의 모의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5 고찰

제작한 30 [W] 급의 프로토타입 공진형 컨버터는 단락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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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50

    V/div

i1 : 5

    A/div

v2: 20

    V/div

i2 : 5

    A/div

그림 11 무부하 시험 파형(시간: 400 [ns/div])

Fig. 11 No-load test waveforms (time base: 400 [ns/div])

v1: 50

    V/div

i1 : 5

    A/div

v2: 20

    V/div

i2 : 5

    A/div

그림 12 부하 시험 파형 (시간: 400 [ns/div])

Fig. 12 Load test waveforms (time base: 400 [ns/div])

무부하 시험과 부하 시험을 통하여 설계한대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aN FET는 1 [MHz] 동작에서도 매우 깔끔하게 잘 

동작하였고 공심형 절연 변압기는 설계한 대로 잘 보상되어 원하

는 컨버터 동작이 얻어졌다. 효율은 88[%]가 얻어졌다. 본 논문

에서 연구한 프로토타입과 같이 출력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손실

의 많은 부분은 브릿지 정류회로로 구성된 정류 다이오드의 도통

전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이오드 도통전압이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동작만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

된다. GaN FET의 정격은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어 활용 분야는 

매우 넓어질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심절연변압기를 구비한 공진형 컨버터에 대

하여 논하였다. 변압기는 자기 인덕턴스를 완전히 보상하여 2차 

전류는 1차 전압에 비례하고, 1차 전류는 2차 전압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게 하였다. 스위칭 소자로는 GaN FET를 사용하여 1 

[MHz]로 동작 시켰다. 제안한 컨버터가 활용되어 전력전자 회로

의 고주파 동작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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