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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C-DC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는 경부하 운용시

에 영전압 스위칭이 발생하지 않아 큰 스위칭손실이 발

생한다. 경부하에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DCM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동작을 이용한다. 본 논문은 경부하에서 위상천

이 컨버터의 DCM과 CCM (Continuous Conduction 

Mode) 동작의 특성 및 도통 손실 절감을 위한 동기 정

류기의 제어 방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서 론

그림 1 위상천이 풀브릿지 DC-DC 컨버터

Fig. 1 Phase-Shift Full-Bridge DC-DC Converter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는 높은 효율로 전력변환이

가능해 서버 시스템, 대용량 배터리 충전 등의 대전력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된다.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

터는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와 MOSFET 스위치의 기

생 커패시턴스의 공진을 통한 1차 측 스위치의 영전압

스위칭을 통해 스위칭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컨버터의 2차 측에 동기 정류기를 적용할

경우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 보다 도통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는 경부하 운용시에

1차 측 스위치의 영전압 스위칭 동작이 어려워 효율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측에 스

위치 혹은 보조 LC회로 추가를 통해 영전압 스위칭이

적용되는 범위를 늘릴 수 있지만, 제어가 복잡해지고 추

가적인 소자로 인한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

류 불연속 모드(DCM) 동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자 혹은 복잡한 제어 없이 경부하에서 영전압 스위칭

이 가능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만, 전류 불연속

모드 동작의 경우, 동기 정류기에 역전류가 흐를 수 있

어 이에 따른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1]-[2]

본 논문은,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전류 연속 모

드 동작과 전류 불연속 모드 동작을 비교하여, 낮은 부

하에서의 영전압 스위칭에 관해 분석한다. 각 모드 동작

에서의 적용되는 동기 정류기의 제어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동작을 시뮬레

이션을 통해 보인다. 

2. 위상천이 풀브릿지 DC-DC 컨버터

2.1 컨버터의 CCM / DCM 동작 비교

그림 2는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CCM, DCM 동

작에 따른 파형 그래프이다. 컨버터가 경부하에서 동작

할 때, 2차 측 출력 필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불연속인 구간이 존재한다. 이 구간은 2차 측에 전

력이 전송되지 않는 freewheeling mode에 존재하고,

CCM과 DCM 동작에서의 1차 측 전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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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의 지상 레그 (lagging-leg) 스위치는 출력 부

하가 감소할수록 기생 커패시턴스를 충·방전 시킬 수 있

는 누설 인덕턴스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영전압

스위칭을 만족하기 어렵다.

하지만, 부하가 낮아져서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가

DCM 동작을 할 경우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가 아닌

자화 인덕턴스가 기생 커패시턴스를 충·방전시키는 회로

가 완성된다.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는 누설 인덕턴스

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DCM 동작 시 경부하에서도 영

전압 스위칭이 가능하다. DCM 동작 시에 낮은 출력 전

류로 인해, 기생 커패시턴스가 충·방전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1차 측 스위치에 긴 데드 타임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2 전류 연속 / 불연속 모드에서의 컨버터 주요 파형

Fig. 2 Key waveforms on CCM / DC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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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상 레그 스위치의 영전압 스위칭 회로

Fig. 3 Equivalent circuit of ZVS on lagging-leg switches 

2.2 영전압 스위칭 동작 분석

영전압 스위칭 동작은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와 1 

차측 스위치의 기생 커패시턴스의 공진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공진 과정에서 스위치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각각 충·방전 된 이후, 스위치의 body-

diode로 ip가 도통되어 영전압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영전압 스위칭을 위해서는 커패시턴스의 충·방전을 위한

충분한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가 필요한데, 위상천이

풀브릿지 컨버터의 CCM, DCM 동작 시 이에 따른

조건은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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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기 정류기 제어 비교

동기 정류기의 MOSFET은 양방향 스위치이기 때문에

경부하에서 DCM 동작 시 역전류가 흘러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기 정류기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

‘AND-control’ 혹은 ‘OR-control’을 주로 사용한다.

있다. CCM 동작 시 상대적으로 신호가 긴 ‘OR- Control’

그림 4 동기 정류기 제어 방법에 따른 전류 파형

Fig. 4 Comparison of current waveforms according to 

synchronous rectifier control method

을, DCM 동작 시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AND-

Control’을 사용한다. ‘OR-Control’ 사용 시, 전류가

스위치의 body-diode로 흐르는 구간이 짧아 도통

손실이 작지만 DCM 동작 시 출력 인덕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 역전류가 흐를 수 있다. DCM 

동작 시에 각각의 제어를 적용한 전류 파형을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하가 매우 작은

범위에서는 스위치의 turn-off time에 흐를 수 있는

역전류를 고려하여, 동기 정류기를 끄고 body-

diode로만 도통시키는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3. 결 론

위상천이 풀브릿지 DC-DC 컨버터는 경부하 운용시

낮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DCM 동작을 이용한다. 이

때, 1차 측 스위치에 긴 데드 타임을 적용하면 낮은

부하에서도 영전압 스위칭이 가능해 경부하에서도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 2차 측 동기 정류기의 경우, 보편적인

‘OR-Control’을 경부하 조건에서 적용하면 역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AND-Control’을 적용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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