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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Bandgap 소자의 안정적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 최적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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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GaN FET based phase-shift full-bridge dc-dc converter design is implemented. Switch 

characteristics of GaN FET were analyzed in detail by comparing state-of-the-art Si MOSFET. Owing to the low conduction 

resistance and parasitic capacitance, it is expected to GaN FET based power conversion system has improved performance. 

However, GaN FET is vulnerable to electric interference due to the relatively low threshold voltage and fast switching 

trans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CB layout to design GaN FET based power system because PCB layout is the 

main reason of stray inductance. To reduce the electric noise, gate voltage of GaN FET is analyzed according to operation 

mode of phase-shift full-bridge dc-dc converter. Two 600W phase-shifted full-bridge dc-dc converter are designed based on 

the result to evaluate effects of stray i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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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II-V족의 GaN FET (Gallium Nitride Field Effect Tran- 

sistor)이나 IV-IV 족의 SiC (Silicon Carbide) FET과 같은 Wide 

bandgap 특성을 가지는 화합물반도체를 이용한 전력반도체가 일

부 상용화에 이르렀다[1]. GaN FET과 SiC FET은 이종접합 구

조로 인해 매우 빠른 전자의 이동도를 가지는 HEMT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구조로 기존의 실리콘 기반 전력

반도체에 비해 빠른 온-오프시간, 낮은 도통저항, 높은 항복전압 

및 높은 열적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2-4]. 각 스위칭소

자의 특성에 따라 향후 GaN FET은 실리콘 MOSFET을 대체하

여 dc-dc 컨버터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SiC 

FET은 dc-ac 인버터에 주로 사용되는 IGBT 소자를 대체할 것

으로 예상된다.

GaN FET의 빠른 온-오프 특성으로 인해 실리콘 MOSFET에 

비해 높은 스위칭주파수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구동

을 통한 전력밀도 향상과 스위칭 손실 저감을 통한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스위치 Packag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위치 내부 wire 본딩을 최대한 가깝게 하여 스위

치 손실 저감 및 신뢰성 향상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5], 고

주파 동작을 하기 위해 GaN에 최적화된 Gate Driver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고 있다[6].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공히 하드웨어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하

고 있는데, 이는 표 1과 같이 (600V/15A급 소자 특성비교) GaN 

FET의 다양한 장점의 반대급부로 가지게 되는 매우 작은 기생성

분 및 매우 낮은 게이트-소스 턴-온 문턱전압에 기인한다. 작은 

기생성분으로 인해 빠른 스위칭 동작이 가능해지나, 이로 인해 

실리콘 전력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dv/dt를 가지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밀러 커패시터를 통해 게이트-소스단으로 유입

되어 GaN FET의 기생 인덕턴스 및 PCB Stray 인덕턴스와의 공

진을 통해 더 큰 게이트 노이즈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게이트 노

이즈는 GaN FET의 매우 낮은 턴-온 문턱전압으로 인한 턴-온 

오류(faulty turn-on)를 발생시켜 dc-dc 컨버터의 효율과 안정성

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 즉, dc-dc 컨버터에서 기

존의 실리콘 MOSFET를 GaN FET으로 단순 교체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동작과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CB Stray 인덕턴스 및 PCB 배치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Common 소스 인덕턴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7]. 하지만 대부분 PCB 트랙 설계 개선에 대

한 부분으로 시행착오(Trial & Error) 방식을 통해 문제점을 개

선하였고, 상대적으로 게이트 노이즈의 영향이 미미한 단일 스위

치인 buck 컨버터나 boost 컨버터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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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위치 내부 회로

Fig. 1 Structure of Switch

기 때문에 중소용량 전력변환장치에서 활용성이 높고 게이트 노

이즈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Bridge type dc-dc 

컨버터에서는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N FET과 PCB 트랙의 기생성분을 

등가적으로 모델링하여 faulty turn-on을 야기하는 게이트-소스 

노이즈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실리콘 

MOSFET 대비 GaN FET의 특성을 비교하고, GaN FET 기반의 

600W급 위상천이 풀-브리지 (PSFB, Phase Shifted Full- 

bridge) dc-dc 컨버터를 설계 및 구현하며, 초기 설계한 하드웨

어에서 (1차 설계) 발생된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 후 게이트 노이

즈 발생 원인을 고려한 수정 하드웨어 설계내용을 (2차 설계) 순

차적으로 설명한다. 기존 설계와 노이즈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하드웨어 수정 설계가 dc-dc 컨버터의 동작 안정성, 파형의 개

선 및 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한 실험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Wide bandgap 소자를 적용한 전력변

환장치의 하드웨어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력반도체 특성 비교 

GaN FET은 Depletion mode (D-mode)로 동작되는 것을 기

본으로 하기 때문에 normally-on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변환시스템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ormally-off 특성을 구현한 Enhancement mode 

(E-mode) GaN FET이 개발되었고, 대표적 방법으로 매우 낮은 

내압을 갖는 실리콘 MOSFET과 D-mode GaN FET을 직렬 연결

한 Cascode type과 GaN FET의 게이트 단에 p-AlGaN을 도핑한 

pGaN typ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Cascode type GaN FET을 대상으로 회로 구현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시스템의 손실을 결정짓는 각 소자의 주요 물성적 

특성을 나타내며, GaN FET이 도통 손실에 영향을 주는 온 상

태 저항은 실리콘 MOSFET 보다 42% 수준으로 낮아, 도통 손

실이 저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GaN FET이 실리콘 

MOSFET보다 스위칭 성능이 우수하여 스위치 손실이 저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은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으로 빠른 

스위치 동작이 가능하지만, 큰 dv/dt 및 di/dt 가지게 되어 발생

되는 노이즈에 쉽게 노출이 된다. 

표 1 GaN vs Si 주요 파라미터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Key Parameters between GaN FET vs 

Si MOSFET

파라미터
GaN FET 

(RFJS1506Q)

Si MOSFET 

(IPL60R199CP)
비교

VDS/ID 650V/15A 600V/16.4A -

RDS(ON) 85mΩ 199mΩ 42%

Co(er) 26pF 69pF 37%

Ciss 950pF 1520pF 62%

QG 15.7nC 32nC 49%

QGS 2.8nC 8nC 35%

QGD 3.2nC 11nC 29%

Qrr 21nC 5500nC 0.38%

Vth(Min/Max) 1.2V/2.2V 2.5V/3.5V 48%/62%

Vds Id

Vdrv

Vp

Vth

t0 t1 t2 t3 t4
QG(SW)

QGDQGS

Vgs

t

그림 2 스위치의 Turn-on 및 Turn-off 파형

Fig. 2 Turn-on and off Waveform of Switch 

그림 2는 Gate 특성에 따른 드레인-소스 전압 및 드레인 전

류 양상을 나타낸다. 

[t0-t1 ] 스위치가 턴 오프 상태이며, QGS 가 충전 되면서 

VGS 가 증가된다. 

[t1-t2 ] Vth 이후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며, QGS 가 완충된다. 

[t2-t3 ] 밀러 플레이트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드레인 전류상

승이 끝난다. 드레인-소스 전압은 하강하며, QGD 가 충전된다. 또

한 t1-t3 에서 전류와 전압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스위칭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되는 영역의 시간은 QGS, QGD 값에 의해 결

정된다. 스위칭 속도에 영향을 주는 QGS, QGD 값은 GaN FET이 

실리콘 MOSFET 보다 35%, 30%로 작아 빠른 스위칭 동작이 가

능하여 스위칭 손실 저감이 기대된다.

[t3-t4 ] 스위치가 도통된 상태이며, 드레인-소스 전압의 하강

은 끝난다.

그림 3은 각 스위치 제조사에서 제시한 파라미터의 검증을 

위해 Vin = 300V, Gate Voltage = 12V, Gate Resistor(On) = 

30Ω, Gate Resistor(Off) = 15Ω 일 때의 각 소자의 라이징 & 

폴링 타임을 비교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GaN FET의 작은 

QGS, QGD, QG 성분 때문에 빠른 라이징 & 폴링 동작이 가능하

며, 이에 따라 GaN FET의 작은 기생 커패시터 성분으로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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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위치의 상승시간 및 하강시간 비교 그래프

Fig. 3 Rising and Falling time for Si vs GaN FET

표 2 DC-DC 컨버터의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 of DC-DC Converter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정격출력전력 600W 입력전압 300V 출력전압 14V

스위칭주파수 100kHz 공진 인덕턴스 1.8uH
출력필터 

인덕턴스
4.7uH

변압기 턴비 28:2:2 게이트전압 12V
게이트저항

(온/오프)
30Ω / 15Ω

GaN FET

INV

rL

B

A

OL

OVpN 1SN

2SN

1S 4S OL

OVpN 1SN

2SN

1D

그림 4 GaN FET이 적용된 위상천이 풀 브리지 DC-DC 컨버터 

회로도

Fig. 4 Circuit Diagram of PSFB DC-DC Converter with GaN 

FET

MOSFET 보다 약 1.7배 빠른 스위칭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GaN FET의 빠른 스위칭 동작 및 낮은 문턱전압(VTh 

=1.2V)으로 인해 큰 dv/dt 를 가지게 되어 노이즈 및 스파이크 

전압에 민감하다. 따라서 시스템 신뢰성 및 효율 저감에 영향을 

주는 faulty 턴-온이 야기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질것으로 예

상된다.

3. 1차 보드 설계 및 분석

3.1 600W PSFB dc-dc 컨버터 설계

본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일 스위치 dc-dc 컨버터보다 

게이트-소스 노이즈의 영향이 더 큰 풀 브리지 형태의 dc-dc 

컨버터를 대상 회로로 선정하였다. 제작된 600W급 PSFB 

dc-dc 컨버터의 상세사양은 표 2에 나타내었다. 설계에 사용된 

GaN FET는 rfmd사의 Cascode GaN RFJS1506Q을 선정했으며, 

스위치 특성을 비교 분석을 위해 정격전압과 package에 따른 

기생성분을 동일하게하기 위해 실리콘 MOSFET은 Infineon의 

IPL60R199CP를 선정 하였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성능 비교를 

위해 스위칭 주파수, 자성체 소자 및 수동소자는 같은 조건으로 

설정 및 분석하였다.

3.2 손실 분석

앞서 분석한 GaN FET 특성에 따른 스위치 손실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동일한 사양에서 손실 발생 양상을 분석 

하였다. PSFB dc-dc Converter는 ZVS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

칭 손실은 턴-오프 조건만 고려하며, td(off) 는 식(1)과 같이 

  ∙ ∙ln

 (1)

나타 낼 수 있다[9]. 여기서, RG 는 게이트 저항, VP 은 밀러 평

전 전압, Ciss    는 GaN FET의 입력 기생 커패시

턴스로 게이트-소스 ( )와 게이트-드레인 ( )간 기생 커패

시턴스의 합으로 구성된다.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QGD, QGS, RG 

값에 비례하며, td(off) 가 증가 할수록 스위칭 턴 오프 손실은 증

가한다. GaN FET의 스위칭 손실은 경부하나 전 부하 때 실리콘 

MOSFET보다 50%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GaN FET의 도

통 손실은 실리콘 MOSFET에 비해 40% 수준으로 저감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게이팅 구동 전력은 GaN FET이 실리콘 MOSFET

에 대비 40% 수준으로 낮은 값을 가지나 전체 시스템 손실 대비 

영향이 미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

할 경우 전체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5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예상 시스템 효율 나타낸다. 스

위치 손실을 제외한 변압기를 포함한 2차 측 다이오드 손실 및 

LC필터는 GaN FET과 실리콘 MOSFET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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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witch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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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토타입 PCB 보드 레이아웃

Fig. 7 1st PCB Layout for Prototype Sample

표 3 스위치의 경부하 및 중부하 손실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Power Dissipations at Light and Heavy Load Condition

파라미터 Si[40W] GaN[40W] 비고 Si[400W] GaN[400W]

Psw 0.123W 0.058W 47% 0.280W 0.134W

Pcond 0.109W 0.046W 42% 0.828W 0.353W

Pgate 0.038W 0.019W 50% 0.038W 0.019W

로 실험세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2차 측 손실 계산 결과는 별도

로 제시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GaN FET의 효율이 실리콘 

MOSFET 보다 높게 나왔지만, 시스템 구조상 1차 측은 고전압/

소전류, 2차 측은 저전압/대전류 이므로 대부분 손실은 2차 측에

서 발생되기 때문에 큰 효율 차이가 발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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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이론 효율 비교

Fig. 5 Comparison of Theoretical System Efficiency

그림 5의 효율 계산 시 도출된 상세한 손실분석 내용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10]. 스위치 도통 손실은 전류의 제곱으로 증가

하기 때문에 부하가 증가 할수록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며, 표 3과 같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40W,400W 부하조

건에서 실리콘 MOSFET 대비 42% 수준이며, 스위칭 손실은 실

리콘 MOSFET 대비 47% 수준으로 낮다. 표 1과 그림 2, 3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스위칭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스위치 손

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GaN FET이 더 우수하여 실리콘 

MOSFET 보다 낮은 스위치 손실을 가지게 된다. 반면 게이트 손

실은 실리콘 MOSFET 대비 50% 수준으로 낮지만 전체 시스템 

손실에 영향이 미비 할 정도로 작다.

3.3 Prototype 구현 및 분석

실리콘 MOSFET를 적용한 PSFB dc-dc 컨버터를 구현한 그 

동안의 경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7과 같이 PSFB dc-dc 컨

버터의 PCB layout 및 track 설계를 수행하였다. PCB 설계 시 

회로 구성과 동일한 power flow로 layout하였으며 최고 330V 

전압에 대한 절연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였으며, 실리콘 MOSFET

과 GaN FET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PCB의 

upper-lower 스위치 간의 간격 A 는 약 21mm이며, leg-leg단 

간격 B 는 약 24mm 정도이다. 

그림 8은 제작된 PSFB dc-dc 컨버터의 실험을 위해 구성된 

실험세트를 나타낸다. 소자의 발열 측정을 위해 Yokogawa사의 

MV 2000 Thermal recorder를 사용하였고, 효율측정을 위해 

Yokogawa사의 WT 3000 Power analyz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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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차 프로토 타입 효율 비교

Fig. 10 Efficiency Comparison of 1st Prototype Sample

□□□⒢⒨⒢

DC Souce

Osilloscope

□□⒢⒨

□□□⒢⒨⒢

WT 3000

MV 2000

PSFB dc-dc □□ⓦ

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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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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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SFB dc-dc 컨버터의 주요 파형

Fig. 9 Key Waveform of PSFB dc-dc converter

그림 9는 각각 적용한 보드의 주요 파형을 나타낸다[11]. 실

리콘 MOSFET, GaN FET 파형 모두다 faulty turn-on을 야기 

시키는 노이즈 및 스파이크 전압 현상이 발생하며, 전류 왜곡 현

상이 나타난다. 전력반도체 스위치를 제외한 동일 조건 하에서 

실리콘 MOSFET의 경우 GaN FET 보다 게이트 노이즈가 작게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게이트 턴-오프시 발생되는 스파이크 전

압은 약 2.3V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실리콘 MOSFET의 

경우 최소 임계 전압이 2.5V 수준으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다. 

반면 GaN FET의 경우 매우 큰 게이트 노이즈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게이트 턴-오프 시 스파이크 전압은 약 10V 

수준으로 나타난다.

GaN FET의 최소 임계 전압은 1.2V 수준으로 스파이크 전압

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GaN FET이 

적용된 PSFB dc-dc 컨버터는 간헐적으로 faulty 턴-온이 발생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시스템의 효율 및 왜곡현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faulty 턴-온으로 인한 Shoot through 파형을 직접 

측정하려 하였으나 간헐적 동작 및 매우 짧은 발생 시간으로 등

으로 인해 직접 측정은 불가능 하였다. 

그림 10은 1차 프로토타입 PSFB dc-dc 컨버터의 효율 측정

결과를 나타내며, 시스템 최고효율은 240W 조건하에서 GaN 

FET 93.11%, 실리콘 MOSFET 93.19%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를 분석해보면, 경부하 조건에서는 GaN FET을 적용한 경우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20W 부하에서는 

8%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aN FET의 

낮은 기생성분으로 인해 실리콘 MOSFET가 적용된 경우보다 

ZVS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00W 이상의 부하

영역에서는 실리콘 MOSFET이 약 0.02% 이상 높은 효율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60W 이후 부하영역에서는 실리

콘 MOSFET 효율이 약 0.1%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각 전력반도체 소자의 주요 파라미터에 종속된 

손실 발생 양상 및 이론적 분석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이즈, 스파이크 전압 및 전류 왜곡 발생으로 시스템 

효율이 저감 된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GaN FET이 적용된 

PSFB dc-dc 컨버터의 효율향상을 위해서는 게이트 노이즈의 발

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스위치의 기생 성분을 

바꿀 수 없다면, 게이트 노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PCB layout 

및 track 설계 등의 하드웨어 최적 설계가 필요하다.

4. 게이트 노이즈 분석

그림 11은 이상적인 회로가 아닌 실제 기생성분을 반영한 등

가회로를 나타낸다. 

이 회로에서 Lline 은 PCB의 Stray 인덕턴스이고, LD 는 스위치 

드레인 영역회로에 포함된 Stray 인덕턴스이며, LS 는 소스, LG 는 

게이트 영역에 포함된 Stray 인덕턴스이다. 또한 ac-loop 인덕턴

스가 커질수록 큰 노이즈를 가지게 되며, 이는 faulty 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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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생성분 및 인덕턴스가 고려된 회로

Fig. 11 Equivalent Circuit Including Parasitic and S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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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노이즈 게이트-소스 전압 파형

Fig. 12 Practical Gate Voltage with Gat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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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게이트 전압 노이즈 분석

Fig. 13 Gate Noise Analysis

야기 시키게 된다. 

그림 12는 게이트 노이즈 분석을 위해 GaN FET의 실험파형

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그림 13은 분석한 파형을 모드별로 나

타낸다. 

[t0-t1 ] : 스위치 S3은 턴-오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위치 S1

이 턴-오프 되는 시점이다. CGD 가 큰 dv/dt 를 가지며 방전 한

다. 방전하는 전류는 LG 를 통과하며 큰 di/dt 를 가지며 노이즈 

전압이 발생한다. 이 때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여기서 iC(t) 는 스위치 S1 턴-오프 시 발생하는 큰 dv/dt 로 인

해 CGD 를 통해 흐르는 충전전류 (   ∙


)를 의미한다. 

[t2-t3 ] : 스위치 S1 은 턴-오프를 유지하고, 스위치 S3 이 턴-

온에서 턴-오프되는 모드이다. 정상상태에서는 CGD 는 충전, CGS

는 방전되나 LS 의 크기에 따라 LS 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커지면

서 보다 큰 음의 게이트 전압이 유기되며 이로 인해 식 (3)의 전

압이 발생된다. 

  


 (3)

여기서 0V는 게이트 오프 시의 정상상태 전압을 의미한다. iLS

는 게이트 전압이 하강하면서 LS 에 유기되는 역전압에 의해 흐

르는 전류를 나타내며, 게이트-소스단에 음의 전압을 유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게이트 전압 (VGS)는 음의 값

을 가지게 된다. GaN FET의 경우 매우 작은 기생 성분으로 인

한 빠른 스위칭 동작으로 실리콘 MOSFET 보다 더 큰 di/dt 를 

가지므로 LS 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되어 동일조건에서 실리콘 

MOSFET의 경우보다 더 큰 전압 노이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노이즈 전압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LS 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 요소라 할 수 있다.

[t3-t4] : S3 스위치는 턴 오프를 유지하며 S1 스위치가 턴-온 

되는 시점이다. 이 구간에서 스위치 S3 의 VDS 전압은 점차 증가

하고 스위치 S1 의 VDS 전압은 점차 감소한다. 때문에 스위치 S3

의 dv/dt 변화에 따라 드레인단의 stray 인덕턴스 LD 의 에너지 

방출로 인해 CGD 가 충전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노이즈 전압은 

식 (4)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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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CB 주요 성분 비교

Table 4 Comparison for Key Parameters of PCB

파라미터 턴-온 길이 턴-오프 길이 LS(측정치) LD(측정치)
A 

[Leg-Leg]

B

[upper-lower]

프로토타입 보드

(그림 7)
54.5mm 59mm 47nH 69nH 21mm 24mm

리비젼 보드

(그림 14)
30.2mm 18.4mm 38nH 29nH 2.89mm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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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선된 PCB 보드 레이아웃

Fig. 14 PCB Layout for Revise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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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리비젼 보드 주된 파형

Fig. 15 Key Waveform of Revise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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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스템 효율 비교

Fig. 16 Comparison of System Efficiency

이에 따라 노이즈 전압을 저감하기 위해 스위치의 기생성분을 

바꿀 수 없다면 LD, LS, LG 와 같은 stray 인덕턴스를 최소화 설

계 하는 것이 노이즈 전압을 저감하는 방법이 된다.

5. 2차 보드 설계 및 분석

5.1 Revision PCB 분석

노이즈 분석을 통한 설계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그림 14와 같

이 리비젼 보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리비젼 보드에서는 각 부의 절연간격을 고려하여 절연 전압 허용

범위 내에서 leg-leg단의 간격을 프로토 보드의 13% 수준으로 

짧게 했으며, upper-lower 스위치 간 간격은 프로토 타입 보드 

대비 16% 수준으로 최소화 설계하였다. 또한 ac-loop 인덕턴스

를 결정하는 게이트 패스 중 턴-온 패스는 프로토 보드 대비 

55% 수준으로, 턴-오프 패스는 프로토 보드 대비 31% 수준으로 

저감되도록 설계하였다. 리비젼 보드의 각 부 인덕턴스를 HIOKI 

LCR meter 3522-50으로 측정한 결과 LG 는 프로토 보드 대비 

약 5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LS 와 LD 는 각각 80% 및 42% 수

준으로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다.

 

5.2 Revision 결과 파형

그림 15는 리비젼 보드의 주된 파형이다. 프로토타입 보드 보

다 PCB Stray 인덕턴스를 저감하여 노이즈, 스파이크전압 및 전

류 왜곡 현상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림 16과 같이 전반적으로 

리비젼 보드 효율이 전반적으로 약 0.8%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리비젼 보드 최고 효율은 260W 때 93.8% 효율을 가진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aN FET을 적용한 600W급 PSFB dc-dc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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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의 제작 및 PCB Stray 인덕턴스에 따른 노이즈 분석에 대하

여 기술 하였다. GaN FET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실리콘 MOSFET

을 대조군으로 스위치 특성 및 효율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GaN 

FET의 우수한 스위치 특성을 확인 했다. 하지만 GaN FET의 작

은 기생성분에 의해 큰 게이트 노이즈가 발생한다. 따라서 GaN 

FET을 실리콘 MOSFET으로 1:1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노이즈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PCB 및 H/W 설계 

했다. 또한 PCB Stray 인덕턴스에 따른 노이즈 및 스파이크 전

압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과 리비젼 보드를 비교 분석 

및 효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이즈를 저감 하고, 시

스템 효율이 개선 된 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GaN FET은 우수한 스위치 특성을 갖지만 상

대적으로 고주파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

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 및 실험을 통해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GaN FET이 적용된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및 고밀도 구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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