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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battery system, an isolated converter is 

used for the stability of the system when controlling 

the charge and discharge of the battery. A fixed

frequency LLC converter which is a type of isolated 

converter, has the advantage of high efficiency and 

power density with zero voltage switching at high 

frequenc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operation 

analysis, design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LLC resonant converter with high efficiency and 

high power density for the ESS system were 

conducted.

1. 서 론
배터리 충방전 시스템에서 전류 전압 제어시 시스템

의 안전을 위해 절연형 컨버터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폴로지이다. 이러한 절연형 컨버터의 대표적인 토폴

로지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여 1차측과 2차측 시

스템을 분리하여 출력전압 제어를 하는 DAB(Dual 

Active Bridge)컨버터와 주파수 제어 LLC 공진형 컨

버터가 있다. DAB 컨버터는 복잡한 제어 방법과 큰

순환 전류로 인해 효율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주파수 제어 LLC 컨버터는 주파수 제어를 통해 부하

변동에 따른 전압 이득을 바꾸어 출력전압을 가변 할

수 있지만 효율이 좋지 않다. 따라서 고효율 동작과

높은 전력 밀도를 위해서는 소프트 스위칭 및 고주파

에서 동작을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한다.
[1]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SiC 소자를 기반으로 하여 전구간

영전압 스위칭(ZVS)을 하는 고정 주파수 LLC 컨버터

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LLC 컨버터 설계
2.1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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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LLC 공진형 컨버터 토폴로지

Fig.1 Topology of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1은 누설 인덕터 Lr과 커패시터 Cr의 직렬 공

진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고정 주파수 LLC 컨버터의

회로도이다. LLC 공진형 컨버터는 입력전압 Vin을 인

버터로 동작하여 변압기의 1차측 전압을 생성하게 된

다. 1차측 전압은 변압기 턴수비에 의해 2차측 전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2차측 전압을 풀 브릿지 회로

로 정류하여 강압 혹은 승압된 전압이 출력되게 된다.

따라서 고정 주파수 LLC 컨버터의 승압 혹은 강압은

변압기 턴 수비 및 스위칭 주파수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 2는 스위치 동작 시 변압기 전류의 파형을 나타

낸 그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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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LLC 공진형 컨버터의 이론적인 동작 파형

Fig.2 Theoretical waveforms of the LLC resonant converter

2.2 설계방법

ta ~ tb 구간은 스위치 S1, S4가 턴 온 그리고 S2, S3는

턴 오프 동작하는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전력은 변압

기 2차측으로 전달되며, 변압기 1차측 전류 ip는 공진

전류 iLr에서 자화 전류 im을 뺀 값이 된다. 변압기 2차

측 전류 is는 변압기 1차측 전류와 동상이며, 크기는

턴 수와 반비례한다. 2차측 전압 또한 1차측 전압과

동상이며 크기는 턴수와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동상

인 전압 전류가 2차측에 형성되며 전력이 전달된다. 

tb ~ tc 구간은 자화 전류가 공진 전류와 크기가 같아

져, 1차측 전류가 0이 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전

력은 2차측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자화인덕터는 공진

커패시터, 누설인덕터와 직렬 연결된다. 이때 자화인덕

터는 누설인덕터보다 매우 큰 값으로 공진 현상이 발

생하지 않는다.

tc ~ td 구간은 데드타임 tdt구간으로 모든 스위치가 턴

오프된다. 이 구간에서는 공진 전류와 자화 전류가 같



으므로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는 모두 0이 되고 전

력은 전달되지 않는다. 이때 전류는 스위치 S2, S3,의

역 병렬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며, 스위치 S2, S3의 기생

성분인 출력 커패시터 Coss를 방전 시킨다. 이 데드타

임 구간 전류가 스위치 출력 커패시터를 방전시켜 영

전압을 형성 후 턴 온(ZVS)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스

위칭이 가능해진다. ZVS 동작을 하기 필요한 최소 데

드타임 구간은 식 (1)과 같다. 식 (1)을 역으로 이용

하여 최대 자화인덕턴스를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

다. 하지만 작은 자화인덕턴스는 큰 자화 전류를 흐르

게 하여, 변압기 열 손실 및 스위치 도통 손실을 증가

시키므로 적절한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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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주파수 LLC는 스위칭 주파수를 고정시켜 일정

한 전압을 출력한다. 스위칭 주파수가 공진주파수보다

조금 크면 인덕티브 모드, 반대의 경우엔 커패시티브

모드라고 한다. 인덕티브 모드는 변압기 전류가 지상

이고, 커패시티브 모드에서는 진상이다. 커패시티브 모

드에서는 전류가 진상이므로 식 (1)과 같이 스위치 출

력 커패시터를 충분히 방전 시킨 후 양의 전류가 스위

치에 도통해야 완전한 ZVS 턴 온을 할 수 있으므로

인덕티브 모드가 유리하다. 반대로 ZCS 턴 오프 동작

을 고려한다면 커패시티브 모드가 더 유리하다. 본 논

문에서는 전구간 ZVS 턴 온을 하기 위해 인덕티브 모

드로 동작하도록 하였으며, 턴 오프 시 전류 또한 0에

근사 하도록 설계하였다.

공진 탱크의 전압 전달비 k(Q, m, Fx)를 구하기 위해

서는 부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등가 저항 Rac와 quality 

factor Q, 그리고 인덕턴스의 비율인 m을 고려해 식

(3),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3)에서 Fx는 공

진 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의 비율을 의미하고 이 두

값이 같다면 Fx는 1이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LLC 

컨버터는 스위칭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가 거의 근사한

인덕티브 모드이므로, Fx =1을 식 (4)에 대입해 정리하

면, 전압 전달비 k가 거의 1에 근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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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표 1은 LLC 컨버터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험에 사

용된 파라미터이다. 앞서 언급한 고정 주파수 제어를

위해 Fx는 1에 근사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고효율

동작을 위해 높은 m값, 그리고 작은 Q값을 갖도록 설

계하였다. 실험은 8kW 배터리 방전을 가정하여 진행

하였으며 실험 파형은 그림 3과 같다. 변압기 전압은

각 1, 2 차측 스위치 양단전압으로 비추어 볼 수 있고, 

전류 또한 스위치의 도통전류라고 할 수 있다. 스위치

턴 온 시 즉, 전압이 전구간 ZVS 및 1차측 스위치의

ZCS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LLC 컨버터의 소프트 스위칭 동작을 하였고, 스

위치 손실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 공진형 컨버터 시스템 파라미터 값

Table 1 Values of the resonant converter system parameters

n 13/9 Lm 98μH

Lr 6.5μH Cr 363nF

fr 103kHz R 56W

fs 105kHz Cf 30μF

Vin 700V Vout 480V

Q 0.2 m 16

priV [200V/ div]
secV [200V/ div] i [10A/ div]Lr seci [10A/ div] time[5 s/ div]m

그림3 LLC 공진형 컨버터의 실험 파형

Fig.3 Experimental result waveforms of the LLC resonant converter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정 주파수 LLC 공진형 컨버터의

동작원리 검증과 설계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설계

방법은 스위치의 소프트 스위칭에 중점을 두어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전구간 ZVS 및 부분 ZCS를

통해 스위치 손실 또한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iC 소자를 변압기 1, 2 차 측에 적용하여

고주파 스위칭을 함으로써 변압기 및 전체 시스템의

전력 밀도를 높였다. 추후 변압기 발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 설계에 대해 추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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