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최근 휴대용 어댑터의 동향은 고주파수 전력 컨버터 설계를 통

한 어댑터의 고효율화 및 소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 준공진형(Quasi Resonant, QR) 플라이백 컨버터는 하드

스위칭 동작으로 고주파수 구동에 한계가 있으며,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에 의한 손실로 인해 고효율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반면, 능

동 클램프 플라이백(Active Clamp Flyback, ACF) 컨버터는

ZVS(Zero Voltage Switching) 동작을 하여 고주파수 구동에 유리

하고,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를 입력으로 회기 시킴으로써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경계전류모드(Boundary Conduction Mode,

BCM) 동작에서의 손실분석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성이 우수하여

고주파수 동작에 유리한 GaN FET를 적용하고 최적 설계를 진

행함으로써 고효율 및 고전력밀도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GaN FET를 기반으로 하는 고효율 및 고전력밀도 BCM

ACF 컨버터의 최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65W급 시작품의 실

험결과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1. 서 론

전자기기의 휴대성과 빠른 충전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휴대용 어댑터의 고전력밀도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기존 휴

대용 어댑터의 경우, QR 플라이백 컨버터가 많이 사용되어 왔

다. QR 플라이백 컨버터는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에 의

한 공진 스파이크성 전압으로 인해 스위치 보호회로가 별도로

필요하며, 하드 스위칭 동작으로 스위칭마다 발생하는 손실로 인

해 고주파수 구동에 한계를 가지므로 휴대용 어댑터의 고전력밀

도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반면, ACF 컨버터는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를 입력으로 회기시켜 줌으로써 누설 인덕턴스로 인한 손

실을 최소화하고, ZVS 달성을 통해 스위치 손실 저감이 가능하

다. 그러나, 기존의 연속전류모드 ACF 컨버터는 누설 인덕턴스

를 이용한 ZVS는 부하가 큰 경우 가능하지만, 경부하에서는

ZVS가 되지 않고 스위칭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BCM ACF 컨버터는 자화 인덕턴스를 이용하여 ZVS를 하기 때

문에 경부하에서도 ZVS가 가능하여 전 부하 영역에서 고효율

달성 및 고주파 구동이 가능하다. 또한, ACF 컨버터의 스위치로

는 우수한 반도체 특성으로 최근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GaN FET를 적용하고 최적설계를 진행함으로써 고효율 및 고주

파수 구동에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CM

ACF 컨버터의 동작원리 상세 분석 및 최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

고, 설계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65W급 시작품을 통

해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2. 경계전류모드 능동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2. 1. 능동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모드분석

그림 1은 능동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이다. 그림 1의 Lm은

변압기의 자화 인덕터이며 Lk는 누설 인덕턴스이다. 각 스위치

M1, M2의 출력 캐패시턴스는 Coss1, Coss2이며, Ccl은 클램프 캐

패시터이다. 2차 측은 출력 동기식 정류기(Output Synchronous

Rectifier, SR)인 M3, 공진 커패시터 Cr 및 출력 필터인 Lo, Co

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치 동작에 따라 4개의 모드로 나누었으

며 회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1) 출력 전압 Vo가일정할만큼 출력 캐패시터 Co는 충분히 크다.

2) 그림에 도시한 기생성분을 제외한 모든 기생성분은 무시한다.

Mode 1(t0 t1): 스위치 M1이 턴 온 될 때, Mode 1이 시작된

다. Mode 1 동안 자화 인덕터 Lm과 누설 인덕턴스 Lk에 에너

지가 저장되며 자화 인덕터에는 양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이

때, 동작은 BCM 구동하므로 자화 인덕터에 흐르는 최대 전류

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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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필터를 포함한 능동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Fig. 1 Active Clamp Flyback Converter with L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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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능동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주요파형

Fig. 2 Active Clamp Flyback Converter key waveforms

Mode 2(t1 t2): 스위치 M1이 턴 오프 될 때, Mode 2가 시작된

다. Mode 2 동안에 누설 인덕턴스 Lk와 자화 인덕터 Lm의 에너

지로 Coss1을 Vin+nVo까지 충전시키며, Coss2를 0V 까지 방전 시킨

다. 이 때, M2의 ZVS 조건은 식(2)와 같다. Lm에 걸리는 전압은

nVo까지 감소하며 2차 측 SR의 기생 다이오드 도통 조건이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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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3(t2 t3): 스위치 M2가 턴 온 될 때, Mode 3이 시작된

다. SR이 도통되어 Lm의 에너지는 출력 측으로 전달되고, 에너

지가 모두 출력으로 전달되면 그림 2와 같이 자화 인덕터 전류

가 0으로 떨어진다. 이 때, Lk는 Ccl, Cr과 공진하며 등가 캐패시

턴스는 식(3)과 같다. 공진으로 인한 SR전류가 0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ZCS 턴 오프 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으로 식

(4)와 같이 공진 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보다 크도록 등가 캐패

시턴스를 설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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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4(t3 t4): 스위치 M2가 턴 오프 될 때, Mode 4가 시작

된다. Mode 4가 시작되면 누설 인덕턴스 Lk와 자화 인덕턴스

Lm의 전류는 Coss1을 0V까지 방전시키며, Coss2를 Vin+nVo까지

충전 시킨다. 이때 M1의 ZVS 조건은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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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회로 최적 설계

3. 1. 스위치 선정

표 1은 하나의 일례로 동일한 내압을 갖는 Si FET와

GaN FET의 주요 반도체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1과 같이

GaN FET는 Si FET에 비해 작은 Rds(on)을 가지며 짧은 턴

오프 시간으로 고주파수 구동을 통한 고전력밀도 및 고효율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안 컨버터의 스위치는 GaN FET

로 선정하였다.

표 1. Si-FET와 GaN-FET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i-FET and GaN-FET

Parameters IPL65R230C7 NV6115

Drain source voltage (Vds) 650V 650V

Drain source resistance (Rds(on)) 0.230Ω 0.160Ω

Reverse Recovery Charge (Qrr) 3100nC 0nC

Fall time (tf) 22ns 10ns

3. 2. 자화 인덕턴스 선정

BCM ACF 컨버터의 입출력 변환비는 일반적인 플라이백 컨버

터와 동일하며, 이를 이용한 시비율은 식(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BCM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식(7)과 같이 자화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와 주파수의 곱은 출력 전력과 동일하며, 이를 이

용한 자화 인덕턴스는 식(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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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손실 분석 및 설계

표 2는 제안회로의 주요 손실요소 및 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

위치 손실은 도통손실, 턴 오프 손실, 게이트 드라이버 손실과 SR의

도통 손실, 게이트 드라이버 손실을 구하였다. 또한, 자성체손실의 경

우주요손실인 동손과철손을고려하였다. 철손은스테인메츠방정식

을통해도출하였으며, 동손은 DC 손실을 고려하여 권선 저항의손실

을구하였다.

그림 3은 앞서 구한 수식을 통해 스위칭 주파수(200kHz~480kHz)

와 턴 비(n=3~8)를 변화시켜 입력전압 90Vac에서 최적의 효율을 갖

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림 3을 통해 최적의 효율을 갖는 턴 비 5:1,

스위칭 주파수 320kHz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손실 분석을 위한 수식

Table 2. Equations for loss analysis

Loss Equation

Switch

Primary

Main

MOSFET

Conduction _
 ∙ _

Turn off 

   
∙ _ ∙  ∙ 

Gate driver _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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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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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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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턴 비 및 주파수에 따른 효율

Fig. 3  Efficiency according to turn ratio and frequency

4. 실험 결과

그림 4는 ACF 컨버터의 시작품이며, 이를통한 실험 결과를 제시

하여 제안 회로의 우수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실험에 사용

된 사양 및 소자파라미터는표 3과 같다. 그림 5는 입력전압에 따른

정상상태 주요 실험파형으로 스위치 M1 드레인 소스 전압(Vsw)과 1

차측 전류(iLk), 2차측 SR의 게이트(VSR_gate) 및 드레인 소스 전압

(VSR)을 나타낸다. 스위치 턴 온 시, 스위치 M1의 ZVS 동작을 확인

할수있으며, 2차 측에서는 SR의 ZCS 동작을확인할수있다.

그림 6은 입력전압에 따른 제안 컨버터의 부하별 효율을 나

타낸다. 제안 컨버터의 효율은 입력전압 115Vac에서 최고 94.3%의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론적 분석과 실험결과로부터 각 소자

설계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제안 컨버터의 65W 시작품

Fig. 4 65W-Prototype of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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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력 전압에 따른 제안 컨버터 정상상태 주요 실험파형

Fig. 5 Proposed converter according to input voltage 

steady state key experiment waveform

표 3. 제안 컨버터에 적용된 주요 파라미터

Table 3. Key parameters applied to the proposed converter

Parameters Values

Input voltage 90~264Vac
Output voltage 20V

Output power/current 65W/3.25A

Turn ratio 20:4

Lm 65μH

Lk 1.4μH

Ccl 200nF

Cr 25μF

IC UCC2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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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력 전압에 따른 제안 컨버터 부하별 효율

Fig. 6 Efficiency according to proposed converter load by 

input voltag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N FET를 적용한 BCM ACF 컨버터의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반도체 특성을 고려하여 고주파수 구동에 적

합한 GaN FET를 적용하였으며, BCM 동작을 기반으로 최적 설

계를 진행하여 주요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ZVS를 통한 고주파수 구동 및 리액티브 소자의 사이즈

를 줄임으로써 고효율 및 고전력밀도를 달성하였다. 65W급 시작

품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이론적 분석 및 설계의 타당함을 검증하

였다.

본 논문은 ㈜Solu M의 연구지원과 2018년 국민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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