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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압 스트레스의 스위치를 가지는 
1-stage 비대칭 LLC 공진형 컨버터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with 
Low Voltage Stress Across Switching Devices 

김 춘 택*․김 성 주*․나 재 두**․김  석† 

(Choon-Taek Kim․Seong-Ju Kim․Jae-Du La․Young-Seok Kim)

Abstract  -  A light emitting diodes(LED) lighting has been increasingly used due to its low power consumption, long life 

time, high efficiency, and environment friendly characteristics. Also various power converters has been applied to drive 

these LED lighting. Among many power converters, a LLC resonant converter could be applied for LED lighting because 

of its high efficiency and high power density. Furthermore, the function of power factor correction(PFC) might be added. 

In this paper,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is proposed. The proposed converter performs both 

input-current harmonics reduction and PFC using the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DCM). The proposed 1-stage LLC 

resonant converter approach has the lower voltage stress across switching devices and achieve the zero voltage 

switching(ZVS) in switching device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verter,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rom a 300[W] prototype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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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 조명기술이 발 함에 따라 LED 소자의 성능

이 좋아지고 LED 램 가 새로운 조명으로 화두 되고 있다. 

LED 램 는 기존의 램 에 비해 소비 력이 고 그에 따

른 높은 효율 그리고 긴 수명, 소형화, 경량화, 모듈화, 친환

경  등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는 차세  조명원이다. 

LED 램 에 한 사용분야가 확 되고, DC 류로 구동되

어야 하는 LED 램 에 한 특징상 그에 따른 LED 램  

구동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LED 램  구동 드라이버는 높

은 력 도와 고효율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하기 해 다양한 컨버터들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다이오드 정류기를 이용한 기존의 LED 램  구동 

AC-DC 컨버터는 입력 압을 정 압을 만들어 주기 해 

벌크 커패시터를 이용한다. 이 벌크 커패시터에 의한 충

류에 의해 입력 류의 Total Harmonic Distortion(THD) 

이 높아진고, 역률을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송배 에 있어

서 무효 력 성분을 높이고 송배  선에 흐르는 류의 양

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달하고자 하는 유효 력에 비해 

굵기가 굵은 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도선에 생기는 

손실을 상승시키게 된다[4]. 이런 악 향을 막기 해 정부

에서는 고조  함유율  역률을 국제 표  규격인 

IEC61000-3-2로 규제하고 있다[5].

LED 구동 컨버터는 국제 표  규격 IEC61000-3-2를 맞

추기 해 그림 1과 같이 2-stage로 역률 보정 회로(Power 

Factor Correction Circuit)와 DC/DC 컨버터로 구성한다[6]. 

이 때 PFC 회로에서는 주로 승압 컨버터가 이용되며, 승압 

컨버터의 인덕터에 흐르는 류를 제어하여 입력 류에 

한 THD  PF(Power Factor)를 개선시킨다. DC/DC 컨버

터는 부하를 히 제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안 을 하

여 연도 필수 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고효율 LED 소자

에 맞게 컨버터 한 고효율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

구조건들을 만족시키기 해 공진형 컨버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높은 력 도를 가지고, 구

조의 단순화, 소형화의 이 이 있는 LLC 공진형 컨버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7]. 

그림 1 기존의 2-stage LED 컨버터 블록도

Fig. 1 Conventional 2-stage LED Converter block diagram

더불어 요즘에는 소자 개수와 크기, 비용을 이기 해 

제어 IC 칩 하나로 제어 가능한 몇 가지 1-stage LLC 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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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컨버터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1]. 그  

1-stage 비 칭 PWM AC-DC 컨버터는 낮은 스트 스 내

압을 스 치에 인가하고, 1-stage 컨버터로서 작동되지만, 

2-stage 컨버터보다 많은 소자 개수로 구 되어야 하는 문

제 이 있다[8]. 이를 개선하기 한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로 소자 개수를 인 간단한 구조인 것과 동시에 

Zero Voltage Switching(ZVS)도 이루어지는 컨버터가 제안

되었다[9]. 하지만, 입력다이오드 뒷단의 인덕터에 의한 부스

트 역할로 스 치에 큰 내압을 발생시키고 고가의 력스

치를 이용함에 따라 체 인 컨버터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

의 문제 들 소자의 개수, 스 치의 높은 압 스트 스를 

스 치의 시비율(duty ratio)을 바꿈으로써 내압이 낮아지게 

되는 1-stage 비 칭 공진형 컨버터에 해서 제안하 다. 

이에 제안된 컨버터에 한 기능과 특성을 증명하기 해 

300[W] LED 부하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 고 타당성을 증

명하 다.

2. 스 치 내압을 낮추기 한 시비율과 입출력 

압 계

기존의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는 그림 2와 같다. 보

는 바와 같이 기존의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는 앞단에 

DCM PFC 부스트 컨버터의 구성과 같고, 뒷단은 그 압을 

받아 LLC 공진형 컨버터로 동작을 하게 된다[9]. 여기서 

DCM PFC 부스트 컨버터는 별도의 제어가 필요 없이  

에 흐르는 류가 릿지 정류기에서 나온 압을 받아 자

연스럽게 역률 보정이 되기 때문에 효율 이고 경제 이다. 

이 때 DCM PFC 부스트 컨버터의  에 흐르는 류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2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

Fig. 2 1-stage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3 불연속 도 모드의 이론 인 인덕터 류 형

Fig. 3 Theoretical inductor current waveform for DCM

그림 3의 형을 이용하여 입출력 압의 계식을 유출

해 내면 식 (1)과 같이 나온다.  



  






     (1)

단,     sin  , 
 

 , 


 를 나타

낸다. 

의 계식을 이용하여 일정한 부하라고 놓고 그래 를 

그리면 그림 4와 같다[12].

그림 4 불연속 도모드에서 시비율과 입출력 압 이득[12]

Fig. 4 Voltage conversion ratio versus duty ratio in the 

DCM[12]

그림 4로부터 의 시비율을 일수록 입출력의 압 이

득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스 치에 걸리는 내

압은 키르히호  압 법칙에 의해    와 같다. 

따라서 곧 의 시비율을 낮추게 되면 스 치에 걸리는 내

압이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안한 컨버터의 동작원리  해석

제안된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는 그

림 2와 같다. 여기서 버스 압을 결정하는 것은 의 시비

율이라는 것을 해서 확인된다. 따라서 기존의 1-stage 

LLC 공진형 컨버터의 정해진 시비율 0.5를 0.2로 바꾸어 동

작시켜보고 그에 따른 회로 분석과 동작원리에 해서 해석

해 본다. 

 

3.1 동작 원리

한 주기 동안의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동

작 모드는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 으로 5가지 

모드로 나  수 있다.

A. Mode 1(t0 ∼ t1) : 가 on이 되면,  에 압이 인

가되고 에 지가 충 이 된다. 이 때    을 통해 류가 선



Trans. KIEE. Vol. 62, No. 8, AUG, 2013

낮은 압 스트 스의 스 치를 가지는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              1103

그림 5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동작 모드

Fig. 5 Operation mode of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형 으로 증가한다. 한 공진 류도 함께 로 흐르게 된

다. 이 때 의 에 지가 공진부로 달된다. 그리고 

의 류와 의 류의 차로 생기는 류가 변압기로 달

되어 릿지 정류기를 통해 류가 출력부로 달된다.

B. Mode 2(t1 ∼ t2) : 가 off가 되고 데드 타임 구간 

동안,  에 흐르던 류와 공진 류가 의 다이오드로 흘

러   과   를 충 시켜 다. 여기서  의 에 지와 

공진 류가 의 다이오드로 같이 흐르기 때문에 LLC 공진

형 DC/DC 컨버터에서의 스 치에 흐르는 류보다 많은 

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류로 인해 

의 ZVS 턴 온 조건을 만들게 된다.

C. Mode 3(t2 ∼ t3) :  에 인가되는 압이 출력 압

과 입력 압의 차이에 의해 기울기가 (-)로 바 다. 이 

류는 의 다이오드로 흐르게 된다. 이 류로 인해 의 

ZVS 턴 온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 공진

류의 방향이 바 게 된다.

D. Mode 4(t3 ∼ t4) :  의 류가 흐르다가 불연속 구

간 모드가 된다.  에 다시 류가 흐르기 까지(가 다

시 on이 될 때까지)  류가 되며,  에 흐르는 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으로 공진 류

만 흐르게 된다. 흐르는 공진 류는 일반 변압기보다 상

으로 작게 설계된 의 값에 의해 자화 류가 흐르게 되

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된다. 이는 후에 의 ZVS 턴 

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E. Mode 5(t4 ∼t5) : 이 off 되면, 흐르던 공진 류가 

의 다이오드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ZVS 턴 온 조건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가 on이 될 때, ZVS로 턴 온이 되

게 된다.

그림 6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주요 형

Fig. 6 Main waveforms of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3.2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 압 해석

그림 7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이론 인 입력 압 

형

Fig. 7 Theoretical input voltage waveform of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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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수로 분석해 보면 (2)식과 같이 나온다.

   






 
  

∞







sin∙ cos
    cos∙sin






  (2)

   


                         (3)

(3) 식을 통해 변압기로 스 칭을 통해 공진회로에 인가

되는 압은 (3)식 크기만큼의 DC 성분이 존재 한다. 이는 

변압기의 포화를 야기 시킬 수 있으나 공진회로 부분의   

에 의해 필터링 되어, 그에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림 6의 형에서 을 확인하여 DC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안한 컨버터의 시뮬 이션 결과

모의실험은 시뮬 이션 툴인 Powersim을 이용하여 진행

하 다. 라미터는 다음 표 1과 같이 선정하 다.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

라미터 표기 값

스 칭 주 수  80[kHz]

입력 필터의 인덕턴스  660[uH]

입력 필터의 커패시터  570[nF]

역률 보정 인덕턴스   85[uH]

버스 커패시터 1  820[uF]

버스 커패시터 2  820[uF]

공진 커패시터  47[nF]

공진 인덕턴스

(변압기의 설 인덕턴스)
 101.3[uH]

변압기의 자화 인덕턴스  902[uH]

변압기 권선 비  3.1

출력 필터의 커패시터  470[uF]

그림 8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 압, 

류 시뮬 이션 형

Fig. 8 The simulation waveform of the input voltage, current 

of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9 1-stage 비 칭 LLC resonant 컨버터의 

   시뮬 이션 형

Fig. 9 The simulation waveform of the    of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8은 제안된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역률 보정이 된 입력 압, 류의 형이다. 입력 류에 

해서는 압에 비해 크기가 작아 비교할 수 있게 실제 크

기의 50배 확 하 다. 입력 류에서 3조 가 끼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PFC DCM 모드에서 입출력 압에 한 상

계에 의해 왜곡이 일어난다[12].

그림 9는 스 치에 걸리는 최  내압을 나타내게 되는 

   로서 500[V]를 조  넘는 값이 나옴을 알 수 

있다.

4. 제안한 컨버터의 실험 결과

제안한 회로의 실험을 하여 정격 압 57[V], 정격 

류 1.35[A] 의 LED 조명 모듈 부하를 4개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 다. LED 조명 모듈 부하의 구조는 그림 10과 같이 

총 3채 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채  당 3개의 LED string 

모듈로 구성되며, 하나의 string은 6개의 LED가 직렬로 연

결되어 있다. 그림 11은 실제 LED 조명 모듈이다.

그림 10 LED 조명의 회로도[13]

Fig. 10 The topology of the LED lighti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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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ED 조명 모듈 [13]

Fig. 11 The LED lighting module [13]

그림 12 제안한 컨버터의 시작품

Fig. 12 The prototype of the proposed converter

제안한 회로를 검증하기 해 300[W]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를 제작하 고, 그림 12는 제안한 컨버터

의 시작품의 사진이다. 이 때, 스 치의 내압을 인 것을 

증명하기 해 infineon사의 650[V]의 내압을 갖는 

IPX65R110CFDA를 사용하 다.

그림 13 LED 조명 테스트

Fig. 13 LED lighting test

그림 13은 제안한 컨버터를 통해 실제 LED 조명을 동작

한 사진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11의 LED 조명 

모듈을 4개 병렬 연결하여 동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제안한 컨버터의 실험 형( =220[Vrms], CH1 : 

입력 류 (2A/div), CH2 : 입력 압 (250V/div))

Fig. 14 Experimental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 

=220[Vrms], CH1 : input current (2A/div), CH2 : 

input voltage (250V/div))

그림 15 제안한 컨버터의 입력 류의 고조  분석 그래

Fig. 15 The harmonics spectrum of the input current of 

proposed converter

그림 14는 입력 압이 220[Vrms] 일 때, 입력 류, 

압에 한 실험 형이다. 모의실험과 실험에 있어서 약간

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의실험  실험결과는 거의 일치하며 

실험결과의 차이는 component tolerance 로 인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15는 입력 류를 국제 규격인 IEC61000-3-2의 

Class C와 비교한 그래 이다. 역률은 98.6[%]로 측정되었

고, 고조  성분은 IEC 규격을 모두 만족하 다.

그림 16은 LED의 출력 류, 압에 한 형이다. 정격 

류인 5.4[A]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고, 출력 압은 LED의 

정격 압인 60[V]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안정된 동작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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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안한 컨버터의 실험 형( =220[Vrms], CH2 : 

LED 류  (2A/div), CH4 : LED 압 

(25V/div))

Fig. 16 Experimental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 

=220[Vrms], CH2 : LED current   (2A/div), CH4 : 

LED voltage  (25V/div))

그림 17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의 

   실험 형

Fig. 17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of 

1-stage asymmetrical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17은 실제 스 치에 걸리는 내압을 나타내는 

   에 한 실험 형이다. 시뮬 이션과 거의 

유사하게 500[V]로 확인하 다. 따라서 스 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압을 1.3배 마진을 두어 650[V] 내압의 스 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의 형을 통해 확인되었

다.

그림 18, 19는 각각 하암, 상암에 한 ZVS를 스 치 내

압과 게이트 압으로 나타낸 것이다. 스 치 내압이 0이 

되고 나서, 게이트의 압이 올라가서 스 치가 on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스 치 모두 ZVS를 만족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제안한 컨버터의 실험 형( =220[Vrms], CH3 : 

하암 스 치 내압, 下  (100V/div), CH4 : 하암 게
이트 압, 下  (2.5V/div))

Fig. 18 Experimental waveform of proposed converter ( 

=220[Vrms], CH3 : Bottom switch voltage, 下 
(100V/div), CH4 : Bottom gate voltage, 下 
(2.5V/div))

그림 19 제안한 컨버터의 실험 형( =220[Vrms], CH3 : 

상암 스 치 내압, 上  (100V/div), CH4 : 상암 게
이트 압, 上  (2.5V/div))

Fig. 19 Experimental waveform of proposed converter ( 

=220[Vrms], CH3 : Top switch voltage, 上 
(100V/div), CH4 : Top gate voltage, 上  (2.5V/div))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stage 비 칭 LLC 공진형 컨버터를 제

안하 다. 그 결과로 모의실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

템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제안된 1-stage 비 칭 LLC 공

진형 컨버터는 PFC를 해 불연속 도 모드로 동작하 고, 

역률은 98%이상, 고조 는 IEC61000-3-2의 Class C 기 을 

모두 만족하 다. 간단하게 의 시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스 치의 내압을 1.5배 정도 감시킨 것을 내압 650V 인 

MOSFET IPX65R110CFDA을 실험에 사용하여 본 논문의 

타당성을 증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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