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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ull bridge converter have been used for high power system that is needed to switch the big current. 

So, EMI and stability problem is occurred. The Soft switching method is the solution to solve the above problem, But 

implementation of soft switching(ZVS: Zero Voltage Switching) is so complicate and expensive because of the DSP MCU 

and shift circui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technical method for driving circuit of ZVS full bridge converter with  

1st order delay circuit and logic elements. The realization of this method is so simple and cheap.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ircuit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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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들어 컨버터에서 효율을 높이고 컨버터의 크기를 

이며 스 칭에 의한 EMI를 이기 해 소 트 스 칭 

기법을 이용한 회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1-4]. 특히 

ZVS(Zero Voltage Switching) 풀 리지 컨버터는 제어가 

간단하고 은 소자로 구동이 가능하므로 수 kW이상의 큰 

력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5]. 그러나 풀 리지 컨버터에

서 ZVS를 구 하기 해서는 고성능의 DSP 마이크로 로

세서나 상제어가 가능한 PWM 용 CPU 는 상을 제

어하기 한 로그램 가능한 EPLD등을 사용하고 있다

[6-7].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가이거나 구 하기가 복잡하

고, 특히 잡음에 의해서 CPU가 정상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시스템에 치명 인 오류를 발생할 험성이 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도 강인한 논리 소자와 

수동 소자인 항과 커패시터를 이용한 1차 지연회로를 조

합하여 구 이 간단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ZVS 풀 리지 

컨버터의 구동 회로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풀 리지 컨버터의 구조  특성을 먼

 설명하고, 실제 디지털 상변화를 이용해 구 된 ZVS 

형을 설명한 후 제안된 방법으로 구 된 ZVS 제어 회로

를 설명하 으며, 마지막으로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ZVS 

구  회로의 타당함을 확인한다. 

2. 본  론

2.1 Full  Bridge DC/DC 컨버터

풀 리지 방식은 하  리지 방식보다 보통 용량의 

컨버터 설계에 사용된다. 이것은 입력 압이 높아 고주  

변압기의 2차 측의 권선수를 게 감아도 되어 제작상의 용

이성뿐만 아니라 권수가 작아짐에 따라 기생 인덕턴스가 작

아지므로 스 칭 때 발생하는 기생공진의 크기를 작게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일반 으로 

구성되는 풀 리지 컨버터를 나타낸다. 

그림 1 풀 리지 컨버터

Fig. 1 Full-bridge converter.

그림 1에서 1차 측과 2차 측을 분리하기 해 사용되는 

연 변압기가 이상 인 경우 각 소자  회로에 흐르는 압 

 류의 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풀 리지 컨버터

의 입력 압과 출력 압의 계는 변압기의 권수비를 제

외하면 일반 인 강압형 컨버터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변압기의 권수비를 포함한 출력 압은 식 (1)로 표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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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력 압을 스 치의 듀티비로 조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연변압기는 이상 이지 않다. 따라서 자화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자화인덕턴스에 흐르는 

류에 의해 변압기가 포화되거나 편여자되면 컨버터의 수명 

 신뢰성에 치명  향을 주기 때문에 변압기 구동시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3과 그림 4에는 자화인덕턴스

를 고려한 실제 인 변압기회로와 주요부분의 형을 나타

내었다.

 

그림 2 풀 리지 컨버터의 주요 형

Fig. 2 Wave forms of full-bridge converter. 

그림 3 실제 변압기 회로

Fig. 3 Circuit diagram.

그림 4 주요부 형

Fig. 4 Major wave forms.

그림 4에 나타낸 변압기에서 1차 측 류와 자화인덕턴스 

 변압기  2차 측 다이오드 류는 식(2)-(5)로 주어진다.

   




                (2)

                          (3)

                    (4)

  


 


   





               (5)

식(2)에서 일반 으로 자화인덕턴스가 충분이 크다면 자

화 류는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일반 으로 

리지 형태의 력 변환기에서는 변압기를 이상 으로 가정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 자화인덕턴스에 자속평형조

건이 깨어지면 변압기는 포화되어 소손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해서 변압기 코어에 약간의 에어갭을 주거

나, 변압기 1차 측에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정상상태

에서 변압기의 포화를 방지하는 방법  스 치 네트워크의 

구동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에어갭 을 사용하는 방

법은 자화인덕턴스를 감소시키는 신 포화 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량의 컨버터일 경우 직렬 커패시터

의 용량과 류 증가에 의한 열화등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7-9]. 스 치 네트워크를 제어할 경우

는 고가의 DSP나 FPGA등으로 구성된 상 쉬 트 회로가 

필요하다. 컨버터의 부품 수 증가  작업환경의 노이즈 

향을 크게 받는 문제 이 있다[5].

2.2 ZVS 스 칭 방식

그림 5에는 일반 으로 산업체에 사용되는 풀 리지 

DC/DC 컨버터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먼  교류입력을 직

류로 바꾸기 한 정류회로와 정류된 압을 PWM하기 한 

인버터부, 그리고 PWM된 형을 다시 정류하는 정류부와 

리 제거를 한 필터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 변압기 1차 

측 부분에 들어있는 직렬 커패시터   직류 옵셋에 의한 변

압기의 포화방지를 한 역할을 한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

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한 동작을 한다. 

그림 6은 디지털 상 이 방식을 사용한 풀 리지 

ZVS 스 칭 형을 나타낸다[7]. 안 한 ZVS 동작 역을 

확보하기 해서는  에 한 게이트 신호가  에 

하여 상을 지연되게 제어함으로써 변압기 2차 측 압

이 인 동안 1차 측 스 치가 ON 되게 제어한다. 이 시간 

간격동안 항상 1차 측 스 치  하나는 ON이 되게 된다. 

이는 고주  변압기의 설인덕턴스와 스 칭 소자의 기생 

커패시턴스와의 기생공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설인덕턴

스에 따른 기생 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으로

써 안정성  EMI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구간에 와 역으로 연결된 환류다이오드와 를 

통해 기생 류가 흐르도록 하고  의 시간동안은 과  

역으로 연결된 환류다이오드와 를 통해 흐르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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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 인 풀 리지 DC/DC 컨버터의 구성

Fig. 5 Block diagram of practical full-bridge DC/DC converter.

낮은 순환 임피던스 경로를 제공한다[7]. 따라서 상 쉬

트 PWM동작에 따라 풀 리지 컨버터 1차 측 스 칭 소자

들이 ZVS를 하게 함으로써 스 칭 손실  노이즈를 감 

할 수 있다. 이러한 스 칭 패턴을 만들기 해서 보통 

DSP 나 로그램 가능한 EPLD등의 IC를 이용하여 구 하

게 된다[7]. 

그림 6 풀 리지 DC/DC 컨버터의 동작 형

Fig. 6 Wave forms.

2.3 제안된 ZVS 회로

ZVS를 구 하기 한 근본 인 원리는 과  , 와 

를 동시에 ON된 후 한 쪽이 OFF될 때 다른 한 쪽도 같

이 OFF되면 기생 인덕턴스에 장된 에 지가 갈 곳이 없

어지므로 이 에 지에 의한 회로 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쪽이 OFF될 때 다른 한쪽은 OFF되지 않게 

하여 기생에 지가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ZVS 제어

회로를 제안한다. 제안된 제어회로는 1차 지연회로와 기본 

논리 소자를 이용하여 구  하 다. 따라서 기존의 디지털

인 상지연회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이며 고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래에 제안된 ZVS 제어회로의 동작

원리를 나타내었다.

2.3.1 제어신호 발생부

제안된 회로는 먼  PWM 제어기인 TL494의 출력을 통

해 얻어진 한 PWM신호를 ZVS 구 을 한 구동신호

로 사용하며, 이 신호를 1차 지연회로와 기본 인 논리소자

인 AND  NOR 게이트의 논리 연산을 통하여 ZVS 구동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다. 스 치 한쪽 폴이 동시에 ON되어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한 데드타임 시간은 TL494에서 설

정할 수 있다. 

.
(a) AH

(b) AL

그림 7 지연 시간 발생기 (a) AH, (b) AL

Fig. 7 Delay time generator. (a) AH, (b) AL.

그림 7-(a)는 AND회로를 이용하여 AH 즉 의 게이트 

신호를 만드는 회로이며, 입력이 Low일 경우 출력은 

곧 바로 Low가 되며 입력이 Low에서 High로 천이하는 

순간 1차 지연회로에 의해 지연된 High 출력 이 나타난

다. 이때 입력에 한 출력의 지연 시간은 식(6)으로 주어지

며, 항을 가변 항을 이용해서 구  하게 되면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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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6)

그림 7-(b)는 NOR회로를 이용하여 AL 즉 의 게이트 

신호를 만드는 회로이며, 입력가 High일 경우 출력는 

곧 바로 Low가 되며 입력가 High에서 Low로 천이하는 

수간 1차 지연회로에 의해 지연된 High 출력 가 나타난

다. 이때 입력에 한 출력의 지연시간은 식(6)과 동일하게 

주어지며, 항을 가변 항을 이용해서 구  하게 되면 지

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b)에서 사용된 다이

오드는 충 시간을 짧게 하기 한 것이다. 그림 8에 에서 

설명한 그림 7의 타이  차트를 나타내었다.

그림 8 그림 7의 타이  차트

Fig. 8 Timing chart of Fig. 7.

2.3.2 구동 펄스에 한 ZVS 풀 리지 동작

제안된 1차 지연회로와 기본 논리소자로 구 된 ZVS구동

회로의 실제 구동신호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 IGBT 구동신호

Fig. 9 Gate signals of IGBT.

먼    ,    구간은 1차 지연회로에서 항 값을 

조정하여 변경 가능하며 시스템의 제약조건에 따라 하

게 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구간에는 IGBT 

   가 ON이 되고, 이때 변압기 1차 측 류    인 

구간이다. 따라서 류 는 과 를 통해 흐르게 된다.

(a)        

(b)        

(c)        

(d)        

그림 10 그림 9에 한 동작

Fig. 10 Operating for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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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에서는 IGBT 가 ON되어 있고, 나머지 스

치는 OFF된 상태 이다. 이때 류    이기 때문에 

류는 와 를 통해 흐르게 된다.    구간에는 IGBT 

와가 ON되며, 여 히 변압기 1차 측 류    이므

로 류는  와 를 통해 흐르게 된다.    구간에서는 

IGBT 와가 ON되며, 이때    이므로 류는  와 

를 통해 흐르게 된다.  에는 IGBT 만 ON되며, 이

때 류 역시    이므로, 류는 와 를 통해 흐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간에서는 IGBT 와가 ON되

며, 이때 변압기 류는    이므로, 류는 와 를 통

해 흐르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시간 구간별로 나

어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2.4 실험결과  개발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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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ZVS 신호발생기 회로도

Fig. 11 Circuit diagram of ZVS signal generator.

그림 12 제어 보드

Fig. 12 Control board.

본 논문에서 제안한 ZVS 제어회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해서 1000A 도 용 풀 리지  DC/DC 변환기에 용하

다. 그림 11은 1차 지연회로와 AND와 NOR를 이용하여 

구 된 제안된 방법의 ZVS 신호 발생기의 실제 회로도이

며, 그림 12와 그림 13은 제작된 시스템의 제어 보드  

체 시스템 사진이다. 그림 14는 1000A용 정류기의 고주  

변압기 앞단의 류와 이때 입력단의 압을 측정한 것이

다. 그림 6에서 설명한 ZVS 특성을 제안한 방법에서도 잘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DSP나 상변  가능

한 PWM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로세서, 는 

로그램 가능한 EPLD등과 같은 디지털 소자에 의해 복잡하

면서 고가로 제작된 시스템을 가로 신뢰성 있게 구  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림 13 풀 리지 DC/DC 컨버터

Fig. 13 Full-bridge DC/DC converter. 

그림 14 1차 측 압  류 형

Fig. 14 Current and Voltage wave forms on primary side.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풀 리지 컨버터 스 칭에 사용되는 ZVS

를 구 하는데 있어 항과 콘덴서로 구성된 1차 지연회로

와 AND, NOR 게이트 등의 기본 인 논리 소자를 이용하

여 구 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기존의 ZVS 구  방식들

은  고가의 DSP나 마이크로 로세서와 PLD나 FPGA등과 

같은 로그램 가능한 디지털 IC들을 조합하여 ZVS를 구

하 기 때문에 스 칭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이즈에 

한 책과 구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제안

한 방법은 수동소자를 사용하 기 때문에 노이즈 문제에 강

인하며 가로 ZVS 풀 리지 컨버터를 구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회로가 ZVS를 정확하게 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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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면 가로 신뢰

성 있는 풀 리지 DC/DC 컨버터 시스템 구 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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