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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용 One-Stage PFC Flyback 컨버터에서의 
출력단 리플 저감과 전해 커패시터의 제거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Elimination of the Electrolytic Capacitors and Reduction of the Ripple Current 
on the Output Node in the One-Stage PFC Flyback Converter for the LED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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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lighting industry, a Lighting Emitting Diode (LED) is increasingly used because of many advantages 

and a eco-friendly product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lighting. However, the LED lighting has to include various 

AC/DC converters because the direct current is used for the LED lighting. Among a lot of power converters, the flyback 

converter is widely used for the LED lighting and includes some electrolytic capacitors for the voltage regulation. But 

the electrolytic capacitor has shorter lifetime than the LED element. It makes the expected life-time of the converter 

having the electrolytic capacitor shorter than the LED element. This paper proposes the single-stage PFC flyback 

converter without electrolytic capacitor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verter, simulated and experimental 

works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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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 조명의 기술이  발 함에 따라 형 램 가 기존

의 백열램 와 High Intensity Discharge(HID) 램  등을 

체해왔다[1]. 그러나 최근에는 LED 소자가 개발되고 그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LED 램 가 새로운 조명으로 

부각되고 있다. LED 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 소비 력이 

고, 긴 수명을 가지며, 효율이 높아 친환경 인 조명으로 

알려져 있다[2,3]. 

LED 소자는 일반 으로 직류로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명과 달리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컨버터가 필요하

다. 라이백 컨버터는 다른 컨버터들에 비해서 소자의 개

수가 고, 변압기의 권선비를 바꿈으로써 출력 압을 가변

시키기가 용이하며, 변압기로 인해 원과 부하가 기 으

로 연이 되기 때문에, 100[W] 이하의 LED 조명에 많이 

용되고 있다[4]. 한, 라이백 컨버터와 같은 종류의 컨

버터를 일반 으로 Switching-Mode Power Supply(SMPS)

라고 부른다. 

일반 으로 LED 조명은 상용 원에 연결되며,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주는 SMPS가 사용된다. 교류에서 사용되는 

SMPS는 역률이 매우 요하며, 일반용 조명에서 역률은 

어도 0.9 이상을 넘어야 한다[5,6]. 따라서 LED용 SMPS에

는 역률 보정(PFC) 회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역률 보정은 

두 단계의 컨버터를 이용하는 two-stage PFC 방법과 자체

으로 PFC와 정 압 출력 특성을 가지는 one-stage PFC 

방법이 있다. 보편 으로 LED 조명에서는 력이 상 으

로 낮기 때문에 one-stage PFC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이 방법은 two-stage PFC 방법에 비하여  회로를 구

하기가 쉽고, 제어가 간단하며, 구 하는데 비교  낮은 가

격이 들어가는 장 이 있다[7].

LED 조명용  다른 분야에 용하는 SMPS에는 다양한 

커패시터가 사용된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커패시터

에는 세라믹 커패시터, 필름 커패시터, 해 커패시터가 사

용되며 각각의 특성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되는 용도

가 다르다. 세라믹 커패시터의 경우 고주  특성이 좋기 때

문에 고주  필터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필름 커패시터의 경

우 입력단의 필터에 많이 사용된다[8]. 한 해커패시터의 

경우 가격이 렴하고, 소형으로 용량을 만들기가 용이하

여 에 지 장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LED 조명은 직류로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력단에 용량의 해 커패시터

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 커패시터의 수명이 LED 

소자보다 매우 짧기 때문에, LED 조명의 큰 장 인 긴 수

명을 방해하는 치명 인 요소이다. 일반 으로 출력단의 커

패시터의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리  성분이 나타나며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에서는 입력 압의 주 수

에 2배에 해당하는 주 수 성분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의 출력단

에 용량의 해 커패시터를 소용량의 필름 커패시터로 교

체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 고, 커패시터 용량이 어듦에 

따라 발생한 리  성분을 LC 병렬 공진 필터를 용함으로

써 리  성분을 크게 감시킨 회로를 제안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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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tage 신에 one-stage를 채택함으로써 회로의 구 과 

제어에 있어서 용이성과 경제성을 부각시켰다. 한 컨버터

의 제어  그 성능과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다.

2. One-Stage PFC Flyback 컨버터

One-stage AC-DC 컨버터의 경우 출력에 큰 리  성분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 측면과 에 지 도에 있

어서 two-stage 컨버터와 비교해 볼 때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One-stage AC-DC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직

 바꾸는 컨버터를 의미하며, 개략 인 도면을 그림 1에 나

타내었다[9]. 

그림 1 One-stage AC-DC 컨버터[9]

Fig.  1 One-stage AC-DC converter

역률을 보정하는 기법은 인덕터에 흐르는 류의 연속-

불연속을 기 으로 분류할 수 있고, 라이 백 컨버터는 인

덕터가 2권선 는 다  권선이며 권선비가 다르기 때문에 

자화 류, 즉 자속을 기 으로 연속-불연속을 단하며, 연

속 도 모드(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 불연속 

도 모드(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 경계 

도 모드(Boundary Conduction Mode, BCM)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3가지 방법  경계 도 모드는 스 치를 일정시간 

도통시킨 후 스 치를 끄고 나서 2차측 류가 0[A]가 되는 

순간 다시 스 치를 도통시키는 방법이다. 결과 으로 입력 

류와 입력 압을 센싱 받을 필요가 없어 회로가 간단해지

며, 복잡한 제어기가 필요가 없는 장 이 있다. 그림 2은 간

략하게 표 된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의 회로이다.

그림 2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

Fig. 2 One-stage PFC flyback Converter

그림 3은 라이백 컨버터를 경계 도 모드로 동작하여 

PFC를 수행하는 형을 나타낸다[9]. 라이백 컨버터의 입

력 압은 입력 교류 원이  정류된 형의 압이 인

가된다. 스 칭 주 수가 입력 압의 주 수에 비해 매우 

빠르면 스 칭의 한 주기에서 입력 압은 고정된 값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 스 칭 주기마다 류의 피크치가 입력 

압의 크기에 따라 변하며, 스 치의 도통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입력 류의 모양은 인가되는 압의 모양을 따라가

는 방법으로 역률을 보정하게 된다. 그림 3에서 는 스 치 

류의 순시치,  max 는 스 치 류의 피크치를 연결한 

값, 는 다이오드 류의 순시치, max 는 다이오드 류

의 피크치를 연결한 값,    는 입력 류의 평균값(스

치 류의 평균값과 동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max  와 
max  는 각각의 그래 에서의 최 값을 나타낸다.

그림 3 경계 도 모드 PFC의 이론 인 형[9]

Fig.  3 Theoretical waveforms for BCM

컨버터를 설계하기 해서 컨버터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

스를 구해야하며, 자화 인덕턴스를 구하기 해서는 컨버터

가 동작할 때 스 치가 도통하는 시간  에서 가장 긴 

max 를 정의해야한다. 이외에도 수식을 유도함에 있어 
필요한 라미터를 표 1에 정리하 다.

Parameter Value

Ouput Power 60 [W]

Input Voltage Range 85~265 [Vac]

Output Voltage 52 [V]

Maximum Duty Ratio, max 0.6

Minimum Switching Frequency, 

 min  
 50 [kHz]

Efficiency,  85 [%]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9]에 따르면, 자화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max    min 
 max

    min 
max   min   

     (1)

식 (1)에서 구한 자화 인덕턴스 값은 연속 도 모드와 

불연속 도 모드의 경계치이며, 실제로 손실과 보조 권선을 

이용하여 주변 회로에 력을 공 하기 때문에 계산한 값보

다 큰 값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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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백 변압기의 권선비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압강하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ax
max 
max   
 

            (2)

제안된 라이백 컨버터 시스템의 자화인덕턴스  변압

기 권선비는 의 식(1)과 (2)에  표 1의 시스템 라미터를 

입하여 선정하 으며, 각각 자화인덕턴스   , 변

압기 권선비   이다.

3. 출력 리  류를 감시키기 한 

LC 병렬 공진 회로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에서 출력 측 커패시터

의 용량이 작으면 입력 압의 2배에 해당하는 리  성분이 

발생한다. 그림 4는 정상상태에서 출력 커패시터의 용량을 

변화하면서 리  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4의 결과

로부터 커패시터가 작을수록 리  성분이 매우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라이백 컨버터의 입력 압이 직류 

압이 아닌 60[Hz]의 압이  정류되어 인가되기 때문

에 입력 압이 출력 압보다 낮은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입력 압이 0[V] 근처에서 동작할 때, 입력 측에서 넘

어오는 에 지가 작아서 출력 측 커패시터의 용량이 작을수

록 리  성분이 커지게 된다.

그림 4 다양한 커패시터 용량에 한 출력 리  특성 비교

Fig. 4 The comparison of the output rippl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varied capacitor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에서 해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 커패시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명 측

면에서는 이익이지만 상 으로 낮은 커패시터 용량으로 

인해 출력 측의 120[Hz] 리  성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출력 측의 리 성분을 감소시키기 하여 LC 병렬 공

진 필터를 용할 수 있다[10,11]. 제안된 시스템은 소용량의 

필름 커패시터와 출력 측 리 성분을 이기 해 LC 병렬 

공진 필터를 용하 다.

그림 5는 LC 병렬 공진 필터의 이상 인 경우와 기생 

항성분을 고려한 실제 회로의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항, 인덕터, 커패시터와 같은 수동 소자는 기생 성분

을 갖는다. 특히 커패시터의 등가 직렬 항(Equivalent 

Series Resistor,  ), 인덕터의 항 성분()이 회로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생 항 성분은 필터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그림 5 제안된 LC 병렬 공진 회로 (a) 이상 인 경우 (b) 실

제 회로

Fig. 5 The proposed LC-parallel resonant circuit (a) ideal 

case (b) actual case

식 (3)과 (4)는 그림 5의 (a)의 이상 인 경우와 그림 5의 

(b)의 기생성분을 포함한 경우의 달함수를 나타내고, 식 

(5)은 LC 병렬 공진 회로의 공진 주 수를 나타낸다.

 









 


            (3)

 






 

 






   




    (4)

단,    ,    를 나

타낸다.

 


              (5)

그림 6은 이상 인 경우와 기생 성분을 포함한 경우의 보

드선도를 나타낸다. LC 병렬 공진 필터는 공진 주 수가 출

력 측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band-stop 필터이라고도 한

다. 이상 인 경우, 공진 주 수에서 LC 병렬 공진 필터의 

이득은 음의 무한 를 갖는다. 그러나 인덕터의 항성분과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항성분을 고려하면, 이득은 유한한 값

을 가지기 때문에 필터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성능이 

하되며, 추가 인 력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LC 병렬 공진 필터의 이상 인 경우와 기생 성분

(   ,   )을 고려하 을 때의 출력 특성 

비교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평균 류

의 값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상 인 경우에 비해서 기생 성

분을 고려하 을 때 리 이 더 크고, 120[Hz] 주기의 처음 

부분에서 일그러짐이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필름 커패시

터의 경우 등가 직렬 항이 다른 커패시터들보다 크게 낮

고, 인덕터의 항성분이 커패시터의 등가 직렬 항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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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C 병렬공진필터의 이상 인 경우와 실제 경우의 

보드선도

Fig. 6 The bode plot of the ideal and actual cases of the 

LC parallel resonant filter

  

그림 7 이상 인 경우와 기생 성분을 고려한 출력 특성비교

Fig. 7 The waveform of the output current of the ideal 

case and the actual

종     류
수명[hours]

(85℃에서 계산)

커패시터 

용량 범

해 커패시터 < 18,000 1   ∼ 15 

폴리에스테르 

필름커패시터
> 100,000 10   ∼ 400 

세라믹 커패시터 > 500,000 1   ∼ 10 

표   2  3가지 커패시터의 물리  특성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among three types of capacitors

반 으로 크기 때문에 인덕터의 항 성분이 LC 병렬 공진 

필터의 성능에 더 큰 향을 다. 사용한 필터의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은 모의실험과 실제실험에 의하여 선정하 으

며 이고, 이다.

4. 커패시터의 수명

일반 으로 컨버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3가지 종류의 커패

시터의 물리 인 특성 비교를 표 2에 나타내었다. LED 조

명 구동 시에 LED 소자에서의 발열이 크고, 컨버터의 경우 

방습, 방진 규격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컨버터 내부의 온

도는 다른 일반 SMPS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수명은 LED 

조명이 실제로 구동할 때의 최 온도를 기 으로 하여 주변

온도가 85℃일 때를 기 으로 계산하 다.

의 3가지 커패시터 에서 해커패시터는 다른 커패시

터들에 비해 용량의 범 가 큰 커패시턴스를 갖기 때문에 

LED 조명에서 압 안정화  직류 류 출력을 해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한 해커패시터의 가격이 가장 렴

하여 일반 으로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해 커패시터는 

여러 가지 장 에도 불구하고 LED 조명에 있어서 수명 측

면에서는 큰 단 을 가진다.

식 (6),(7),(8) 각각 해 커패시터, 필름 커패시터, 세라믹 

커패시터의 기  수명 식을 나타낸다[12,13].

  

  
           (6)

 

                (7)

  

 



               (8)

여기서,

  : 정격 압과 허용 온도의 최 온도에서의 기 수명

  : 커패시터의 정격 압/실제 커패시터에 인가된 압

  : 허용 온도의 최  온도

  : 사용 시 주변 온도

식 (6), (7)은 각각 해 커패시터와 필름 커패시터의 수

명을 나타내는 식으로 주변 온도가 10℃가 내려가면 수명이 

2배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필름 커패시터의 경우 

정격 압에 해서 인가된 압이 작을수록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커패시터를 선정할 때에 실제 인

가되는 압에 해 일반 으로 1.5배정도의 내압을 갖는 

커패시터를 선정하여 쓰는데, 이 때문에 필름 커패시터의 경

우 수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 을 갖게 된다.

식 (6)∼(8)을 통하여, 3가지 커패시터의 온도-기 수명에 

한 그래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3000시간, 

는 1.4, 은 105[℃]를 용하 다.

그림 8 3가지 종류의 커패시터의 온도-기 수명 특성

Fig. 8 The expected lifetime versus the ambient temperature 

in the 3 types of capa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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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표기 값

자화 인덕턴스  320[uH]

변압기 권선비 n(n2/n1) 0.33(15/46)

입력 필터의 인덕턴스  600[uH]

입력 필터의 커패시턴스  100[nF]

출력측 커패시터  78[uF]

출력 필터의 인덕턴스  22.5[mH]

출력 필터의 커패시턴스  78[uF]

출력 필터의 인덕턴스의 

항성분
 3.5[mΩ]

출력 필터의 커패시턴스의 

항성분
 1[Ω]

부하 항  45[Ω]
리지 다이오드 보호용 

커패시터
 100[nF]

스 버용 커패시터  6.8[nF]

스 버용 항  14[kΩ]

표   3  시스템 라미터

Table 3 System Parameters

그림 8로부터 필름 커패시터가 해 커패시터를 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커패시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

반 으로 해 커패시터에 비해 필름 커패시터는 커패시턴

스가 작기 때문에 출력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단 이 있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의 특성을 고려하고, 커패시터의 물

리 인 크기와 가격을 고려해서 로 선정하 다.

5. 제안한 회로의 시뮬 이션 결과

그림 9 제안하는 Singl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의 회로도

Fig. 9 The topology of the proposed single-stage PFC 

Flyback converter

  

그림 9은 제안하는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의 회

로도이다. 기존의 컨버터에 출력단의 용량 해 커패시터

를 소용량 폴리에스테르 필름 커패시터로 교체하고, LC 병

렬 공진 필터를 용하 다. 식 (1),(2)로부터 구한 시스템 

라미터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출력 커패시터는 물리 인 

크기와 가격을 고려하여 78[uF]으로 선정하 고, 입력 압

의 주 수가 60[Hz]임을 감안하여 식 (5)로부터 LC 병렬 공

진 필터의 인덕턴스 값을 결정하 다. 주 수 역별로 커

패시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커패시턴스의 경우 LCR 미터

로부터 측정된 값을 이용하 다. 입력 필터는 2차 Low-pass 

filter로 cut-off frequency를 20[kHz]로 하여 설계하 다. 

한 리지 다이오드( )를 보호하기 하여 작은 용량

의 커패시터()를 용하 고, MOSFET 스 치를 보호하

기 하여 RCD 스 버를 용하 다. RCD 스 버에 용

된 항()과 커패시터()는 [14]에서 구한 식을 기본으

로 하여 실험을 통해 최 값을 찾아 용하 다.

그림 10은 출력 단에 LC 병렬 공진 필터가 없이 용량이 

작은 필름 커패시터(78[uF])만 용하 을 때의 형이다. 

커패시터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큰 류 리 이 발생하

다. 평균 류는 1.2[A]이고, peak-to-peak 류는 732[mA]

이다. 그러나 그림 11은 출력 단에 기생 항 성분이 고려

된 LC 병렬 공진 필터가 용된 경우의 형이다. 평균 

류는 1.18[A]이고, peak-to-peak 류는 181[mA]이다. 시뮬

이션 결과 류의 리 이 732[mA]에서 181[mA]으로 

75[%] 감소하 다.

그림 10 LC 병렬 공진 필터가 없을 때의 출력 류 형

Fig. 10 The simulation waveform of the output current 

without the LC-parallel filter 

그림 11 LC 병렬 공진 필터를 용하 을 때의 출력 류 

형

Fig. 11 The simulation waveform of the output current with 

the LC-parallel filter

  

6. 제안한 회로의 실험 결과

제안한 회로의 실험을 하여 정격 압 57[V], 정격 

류 1.35[A]의 LED 조명 부하를 사용하 다. LED 조명 부하

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총 3채 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채

당 3개의 LED string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LED str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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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LED가 직렬로 연결되어있다. 그림 13은 LED 조명의 

실제 사진이다.  

그림 12 LED 조명의 회로도[15] 

Fig.  12 The topology of the LED lighting

그림 13 LED 조명[15]

Fig.  13 The LED lighting

제안한 회로를 검증하기 하여 60[W] 의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와 LC 병렬 공진 필터를 제작하 고, 

그림 14는 제안한 회로의 시작품의 사진이다.

그림 14 제안한 회로의 시작품

Fig. 14 The prototype of the proposed circuit

그림 15 필터가 없을 때의 출력 류 형(200mA/div)

Fig. 15 The output current without LC-parallel filter 

(200mA/div)    

그림 16 필터가 있을 때의 출력 류 형(200mA/div)

Fig. 16 The output current with LC-parallel filter (200mA/div)

LC 병렬 공진 필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형을 그림 

15과 그림 16에 각각 나타내었다. LC 병렬 공진 필터가 

용됨으로써, peak-to-peak 리  류가 790[mA]에서 

205[mA]로 었다.  실험의 결과 비록 모의실험  실험

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의실험  실험결과는 

거의 일치하며 실험결과의 차이는 component tolerance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결과 리  성분이 감소하면 LED 

소자는 좀 더 높은 평균 류에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LED 소자를 효율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7는 입력 압(  )이 110[Vrms]일 때의 입력 

압, 입력 류, 출력 류의 실험 형이고, 그림 18은 입력 

류와 MOSFET 류의 형은 나타내며, 그림 19은 입력 

류를 IEC61000-3-2의 Class C와 비교한 그래 이다. 역률

은 0.982로 측정되었고, 고조  성분은 IEC 규격을 모두 만

족하 다.

그림 20은 입력 압(  )이 220[Vrms]일 때의 입력 

압, 입력 류, 출력 류의 실험 형이고, 그림 21은 입력 

류와 MOSFET 류의 형이며, 그림 22은 입력 류를 

IEC61000-3-2의 Class C와 비교한 그래 이다. 역률은 

0.986으로 측정되었고, 고조  성분은 IEC 규격을 모두 만족

하 다. 두 경우 모두 IEC61000-3-2의 Class C 기 을 만족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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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안한 회로의 실험 형( =110[Vrms], CH1 : 입

력 압   (100V/div), CH3 : 입력 류  

(500mA/div), CH4 : 출력 류  (500mA/div) )

Fig. 17 Experimental waveforms with the LC-parallel filter at 

 =110[Vrms] (CH1 : Input Voltage   (100V/div), 

CH3 : Input Current   (500mA/div), CH4 : Output 

Current  (500mA/div) )   

그림 18 입력 류와 변압기 1차측 류의 형( 

=110[Vrms], CH2 : MOSFET 류  (2A/div), CH3 : 

입력 류   (500mA/div))

Fig. 18 Experimental waveforms with the LC-parallel filter at 

 =110[Vrms] (CH2 : MOSFET Current  (2A/div), 

CH3 : Input Current   (500mA/div)) 

그림 19 입력 류의 고조  분석 그래 ( =110[Vrms])

Fig. 19 The harmonic spectrum of the input current at  

=110[Vrms]

그림 20 제안한 회로의 실험 형( =220[Vrms], CH 1 : 입

력 압   (100V/div), CH3 : 입력 류  

(500mA/div), CH4 : 출력 류  (500mA/div) )

Fig. 20 Experimental waveforms with the LC-parallel filter at 

 =220[Vrms] (CH1 : Input Voltage   (100V/div), 

CH3 : Input Current   (500mA/div), CH4 : Output 

Current  (500mA/div))

     

그림 21 입력 류와 변압기 1차측 류의 형 형( 

=220[Vrms], CH2 : MOSFET 류  (2A/div), CH3 : 

입력 류   (500mA/div))

Fig. 21 Experimental waveforms with the LC-parallel filter at 

 =220[Vrms] (CH2 : MOSFET Current  (2A/div), 

CH3 : Input Current   (500mA/div)) 

그림 18과 그림 21에서 변압기 1차측 류의 형이 역으

로 흐르는 것은 스 치가 끊기고 나서, 변압기 2차측 류가 

흐를 때에 리지 다이오드 보호용 커패시터 와 

MOSFET 내부의 역방향 다이오드 를 통해 순간 으로 

흐르는 류이다.

한 경계 도 모드로 동작하므로 한 주기 내에서 스

칭 주 수가 가변하는데, 입력 압이 110[Vrms]일 때, 스

칭 주 수가 최  53[kHz]까지 내려가며, 입력 압이 

220[Vrms]인 경우에는 스 칭 주 수가 최고 104[kHz]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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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입력 류의 고조  분석 그래 ( =220[Vrms])

Fig. 22 The harmonic spectrum of the input current at  

=220[Vrms]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 커패시터가 없는 LED 조명용 

one-stage PFC 라이백 컨버터를 제안하 다. 그 결과로 

모의실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제안된 라이백 컨버터는 PFC를 해 경계 도 모

드로 동작하 고, 역률은 0.95이상, 고조 는 IEC61000-3-2

의 Class C 기 을 모두 만족하 다. LC 병렬 공진 필터를 

이용하여, 용량의 해 커패시터를 소용량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커패시터를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120[Hz] 성분의 류 

리 을 790[mA]에서 205[mA]로 약 74[%] 감소시켰다.

제안한 컨버터는 해 커패시터를 포함하지 않아 LED 

조명의 긴 수명에 부합하는 장 을 가진다. 한 출력 측 

류 리 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고품질의 LED 조명의 구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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