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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전원장치용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Gain Characteristic in LLCC Resonant Converter for Plasma 

Power Supply

권 민 준* 김 태 훈* 이 우 철

(Min-Jun Kwon Tae-Hun Kim Woo-Cheol Lee)

Abstract - The plasma process is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high-tech IT industry, textiles and medical. 

Therefore,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plasma power supply, and demand for power devices of high efficiency and high 

power density is increased. Plasma power supply for process must solve the arc problem, when the plasma  is unstable. The 

output capaci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arc problem. If the output capacitor is smaller, the damage from the arc problem is 

reduced. However, the small value of the output capacitor affects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supply. In this 

paper, a LLC resonant converter is adopted, because it can achieve high efficiency and power density in the plasma DC power 

supply. However, due to the small value of the output capacitor, the converter is operated as a LLCC  resonant converter. 

Therefore, a gain characteristic of LLCC resonant converter is analyzed by using the FHA (First Harmonic Approximation) in 

plasma power supply.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LLCC Resonan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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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라즈마 공정은 반도체, LCD (Liquid Crystal Display), PDP 

(Plasma Panel Display) 등 첨단 IT 산업에서부터 섬유분야, 의

료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기술이다. 플라즈마 

공정에는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한 전원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

는데,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면서 플라즈마 공정용 전원장치의 고

효율화 대한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원장치로 높은 

전력밀도와 ZVS (Zero Voltage Switching)를 통해 고효율을 달

성할 수 있는 LLC 공진컨버터가 DC 플라즈마 공정용 전원장치

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1][2].

플라즈마 공정에는 플라즈마가 불안정할 경우 아크(arc)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3][4]. 아크가 발생할 경우 제품

의 불량을 만들고 전체 시스템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전원장치는 아크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요구조건을 만

족해야만 한다. 아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출력 

커패시턴스 값을 작게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아크에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전원장치의 동작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LC 공진컨버터 또한 기존과 다

른 동작특성을 보이게 된다[5].

본 연구에서는 LLC 공진컨버터를 플라즈마 전원장치에 적용하

기 위하여 출력 커패시턴스 값이 작을 경우 LLC 공진 컨버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을 위하여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려한 LLC 공진컨버터를 LLCC 공진컨버터로 분류하였으며 기

존의 LL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 분석 방법인 FHA (First 

Harmonic Approx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와 출력 커패시터를 고려한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검

증하였다. 

2. 본  문

2.1 LLC 공진컨버터의 기본구조

LLC 공진 컨버터는 넓은 부하조건에서 ZVS 달성을 통한 고효

율과 높은 전력밀도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각광 받고 있

는 토폴로지이다[1].

그림 1은 LLC 공진 컨버터의 기본 회로로 LLC 공진컨버터는 

스위치를 이용한 구형파 발생회로(Square Wave Generator), 공

진 인덕턴스 Lr 과 공진 커패시턴스 Cr, 그리고 변압기 자화인덕

턴스 Lm 으로 이루어진 공진 회로(Resonant Network), 그리고 

정류기단(Rectifier Network)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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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LC 공진컨버터의 회로

Fig. 1 LLC resonant convert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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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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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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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 LLC 공진컨버터의 등가회로

  (a) 구형파 등가회로, (b) AC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a) Square wave equivalent circuit, (b) AC equivalent 

circuit.

구형파 발생회로는 그림 1에서는 Half bridge 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응용분야에 따라 Full bridge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다이

오드 정류기 회로는 Center Tapped, Full bridge, Voltage 

Doubler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2.2 LLC 공진컨버터 전압이득 특성

LLC 공진컨버터의 전압이득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FHA 근사방법이 사용된다. 구형파에는 실제 다수의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현파 직렬 공진과 상이하기 때문에, 

FHA 방법을 통해 기본파 성분만을 고려하여 정현파 직렬공진에 

가까운 동작으로 설계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5][6]. FHA 근

사방법은 구형파를 단일 기본파로 근사하고 모든 고차 고조파를 

무시하여 기본파만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FHA 를 적용함으로써 

LLC 공진 컨버터의 AC 등가회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LLC 공진 컨버터의 등가회로이며 (a)는 일반적으로 

등가할 수 있는 구형파 등가회로, (b)는 FHA 근사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AC 등가회로이다. 그림 2(a)의 등가회로는 입력전

압 Vin을 Peak로 갖는 구형파 입력전압 Vsq와 턴 비를 이용하여 

1차 측으로 등가한 저항 Rload '와 저항 Rload '에 흐르는 Iso로 표현

할 수 있다. Iso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이러한 등가회로 (a)는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결과가 직렬공진에 근접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그림 2(b)와 같은 FHA 근사방법을 통해 새로운 

등가회로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림 2(b)를 통해 LLC 공진컨버터의 전압이득을 도출하기 위

하여 회로간의 각 변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입력 측 구형파 전압의 기본파 전압은 푸리에 급수 변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기본파 등가 입력전압 Vge는

    

×  ×sin                      (2)

으로, RMS 값은

  


×                                     (3)

이 된다. 

출력 측 기본전압 Voe는

   

×× ×sin                  (4)

이며, 여기서 ⲪV는 Voe와 Vge간의 위상각이다. 출력전압의 RMS는

 


××                                 (5)

가 된다.

Voe와 Ioe에 해당하는 기본구성전류는 그림 1에서 다이오드 전

류를 통해 출력전류를 

  
 





                                   (6)

와 같이 정리하고, Id를 턴 수로 ioe를 등가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sin                    (7)

여기서 Ⲫi는 ioe와 Vge 사이의 위상각 이다. 출력 전류의 RMS는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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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LC 공진컨버터의 전압이득 특성

Fig. 3 Voltage gain characteristics of LLC resonant converter

이다.

여기서 AC 등가부하저항 Re는 등가 출력전압 Voe의 수식 (5)

와 출력전류 Ioe에 대한 수식 (8)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9)

각 주파수를

                                       (10)

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게 된다면, 커패시턴스, 인덕턴스의 리액

턴스 Cr, Lr 그리고 Lm은 Xcr = 1/ⲱCr, XLr=ⲱLr, XLm = ⲱLm 이

며, 그림 2(b)의 자화전류 Im’의 RMS 는 식 (11) 과 같다.

 ′ 




×

×
                        (11)

다음과 같은 LLC 공진컨버터의 AC 등가회로의 변수관계를 통

해서 전압이득 함수를 유도하게 된다.

DC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은 스위칭 모드로 변환되고 AC 전압

비율의 Mg_AC의 Vge와 Voe에 의한 근사화 될 수 있다.

 


                                     (12)

식을 표준화 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먼저 정규화된 주파

수로 표현하면 

 


                                        (13)

이며, 여기서 fsw는 스위칭 주파수, f0는 공진주파수이다.

또한 두 개의 인덕턴스를 결합하여 인덕턴스 비율로 정규화 

하게 되면 

 


                                        (14)

이 되며, 직렬공진회로의 Q Facto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이러한 정정의 도움으로, 전압이득 함수는 정규화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16)

유도된 전압이득 수식을 통해 LLC 공진컨버터의 이득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다음 그림 3과 같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림 3은 일반적인 LLC 공진 컨버터의 이득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부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 부

하가 작아질수록 최대이득 주파수 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LC 공진컨버터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대이득을 갖

는 스위칭 주파수가 공진주파수보다 낮은 영역에 존재한다는 특

징을 갖는다.

또한 공진점 (fn=1)에서 최대 이득을 갖는 곡선의 우측상단 영

역은 ZVS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 동작할 경우 ZVS 조건을 달성

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된다.

2.3 LLCC 공진컨버터 전압이득 특성

다음은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려한 LLCC 공진 컨버터의 전압

이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LLC 공진 컨버터와 같이 

FHA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출력 커패시터 인 Co를 고려하여 분

석하였다.

그림 4는 LLCC 공진 컨버터의 등가회로로 (a)는 구형파 등가

회로, (b)는 FHA 근사방법을 통해 얻어진 AC 등가회로이다. 그

림 4(a)는 LLC 공진컨버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등가화할 

수 있는 구형파 등가회로이며 여기서 출력커패시턴스 Co’는 변압

기 턴 비에 의해 그림 1에서 2차 측의 Co를 1차 측으로 변환한 

값이다. 마찬가지로 등가회로 (a)는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4(b)와 같은 FHA 근사 등가회로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기존의 LLC 공진 컨버터는 출력 Capacitance 값이 충분히 크

기 때문에 공진에 영향이 작아 이득특성 해석에 고려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플라즈마 공정용 LLC 공진 컨버터에서는 출력단 

Capacitance 값을 작게 설정하게 되면서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

와는 다른 이득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득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o값이 작은 경우 Co도 함께 고려한 LLC 공진 

컨버터, 즉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을 분석하게 된다. 

그림 4(b)의 Coe는 LLCC 공진컨버터의 출력 커패시터 Co의 

AC 등가 Capacitor이다. AC 등가 커패시터 Coe는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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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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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LCC 공진컨버터의 등가회로

  (a) 구형파 등가회로, (b) AC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circuit of LLCC resonant converter

 (a) Square wave equivalent circuit, (b) AC equivalent 

circuit.

그림 5 LLCC 공진컨버터의 전압이득 특성

Fig. 5 Voltage gain characteristics of LLCC resonant 

converter

것과 같이 FHA 분석 방법을 통하여 등가회로를 구성하고, 등가 

출력 전압 Voe와 2차 측 등가 전류 Ise를 기본회로와의 관계를 

유도하고 도출하는 것을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압이득을 도

출하기 위하여 등가회로의 각 변수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입

력 구형파 전압의 기본파 전압인 Vge, 출력 기본파 전압 Voe는 

수식 (2)~(5)이며, 이는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와 같은 관계가 

된다. 또한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에서는 출력 Ioe에 해당하는 

출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등가 부하저항과의 관계를 정

리하였지만 LLCC 공진컨버터에서는 Coe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등

가저항 Re와 등가커패시턴스 Coe의 병렬 임피던스 합 Zse에 흐르

는 전류 Ise의 계산하는 것으로 등가 커패시턴스와의 관계를 정리

하게 된다.

   

×


× ×sin                  (17)

이때, 전류 Is는 그림 1의 출력 커패시터 Co와 부하저항 Rload

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된다. 여기서 Ⲫi는 Ioe와 Vge사이의 

위상각 이다.

AC 등가 부하저항 Re와 등가 출력 커패시터 Coe의 병렬 임피

던스의 합 Zse는 수식 (5)와 (17)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18)

여기서 Zse=Re || (1/jⲱCoe), Zs=Rload || (1/jⲱCo)이며, 부하저항 

Rload와 출력 커패시터 Co의 병렬 임피던스의 합 Zs와의 관계식

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등가 출력 커패시터와 부하저항의 병

렬 임피던스 합인 Zse를 통하여 출력 커패시터 Co를 수식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LLC와 마찬가지로 DC 입력 전압과 출력전

압은 스위칭 모드로 변환되고 AC 전압비율의 Mg_AC의 Vge와 Voe

에 의해 근사화 될 수 있다.

 


    



 


         (19)

그리고 Zse = Re || (1/jⲱCoe)로 정리하면

    
  

                 (20)

가 되며, 정규화 관계수식 (10)~(15)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압이

득 함수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

      (21)

유도된 수식을 통해 LLCC 공진컨버터의 전압이득 곡선을 그

려보게 되면 그림 5와 같은 전압 이득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림 5는 값이 작은 출력 Capacitance 를 고려한 LLCC 공진

컨버터의 이득곡선이다. LLCC 공진컨버터는 기존의 LLC 공진컨

버터와 마찬가지로 부하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이득곡선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부하가 작아질수록 최대이득을 갖는 주파수 점

이 공진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통하여 출력 Capacitance 값을 작게 설정할 경우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와는 다른 이득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플라즈마 공정용 전원장치로 LLC 공진 컨버터가 응용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LLC 공진 컨버터의 설계조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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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LLCC 공진컨버터 시뮬레이션 결과 (a) 5Ω 부하에서의 

출력전압, (b) 15Ω 부하에서의 출력전압, (c) 25Ω 부하

에서의 출력전압, (d) 스위칭 주파수.

Fig. 6 Simulation results of LLCC Resonant converter

(a) Output voltage at the load 5Ω, (b) Output voltage

at the load 15Ω, (c) Output voltage at the load 25Ω, 

(d) Switching Frequency.

그림 7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Fig. 7 Simulation results graph

LLCC 공진 컨버터의 분석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운전 

범위는 부하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ZVS 영역에서 동작하여야 한

다. 설계된 운전범위는 플라즈마 공정의 초기 기동시 무부하 조

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그니션 전압은 ZVS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2.4 시뮬레이션 및 실험

분석된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S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하드웨어를 구성하

여 실험하였다. 실험 및 시뮬레이션 절차는 동일한 입력에서 부

하조건과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이득 데이터를 얻어 이

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Parameter Value

 Switching frequency, fs  50 [kHz]~[150kHz]

 Resonant frequency, fr  79 [kHz]

 Resonant Inductance, Lr  14.98 [uH]

 Magnetizing Inductance, Lm  714.8803 [uH]

 Resonant Capacitance, Cr  270.28 [nF]

 Output Capacitance, Co  0.03 [uF]

 Input Voltage, Vin  100 [V]

표    1 시뮬레이션 및 실험 조건

Table 1 Test condition

표 1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 조건이다. LLCC 공진 컨버터의 

공진주파수 fr은 79 kHz, 스위칭 주파수의 범위는 50 kHz에서 

150 kHz로 선정하였으며 출력 필터 Capacitance 값은 0.03 uF으

로 작게 설정하였다. 출력 필터 Capacitance의 경우 실험을 통해 

아크발생시 허용되는 전류 값을 참조하여 시행착오 방법을 사용

하여 설정하였다.

2.4.1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 시뮬레이션

먼저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의 분석내용을 확인하기 위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스위칭 주파수를 50 

kHz에서 150 kHz까지 Sweep 하면서, 출력전압을 확인해 보았다.

그림 6은 LLCC 공진컨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다. 시뮬

레이션파형은 (a)는 부하 5Ω, (b)는 15Ω 그리고 (c)는 25Ω에서

의 각 주파수에 따른 출력 전압 Vout1 과 출력전압을 필터링한 

V_flt값을 보여준다. 마지막 (d) 파형은 PSIM DLL기능을 통해 스

위칭 주파수를 보여주는 파형이다. 출력 Capacitance 값이 작기 

때문에 실제 출력 전압 파형은 리플이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득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출력전압을 필터를 통하여 측

정한 V_flt 을 함께 측정하였다. 결과 파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림 7은 LLCC 공진컨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Co 값이 작을 경우 부하특성

에 따라 최대이득이 되는 주파수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해석된 이득특성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2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 실험

다음은 LLCC 공진컨버터의 실험을 통하여 이득특성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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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회로

Fig. 8 Experiment circuit

(a)

(b)

(c)

그림 9 LLCC 공진컨버터 실험 파형 

  (a) 부하 5Ω, (b) 부하 15Ω, (c) 부하 25Ω.

Fig. 9 LLCC resonant converter experiment waveform

       (a) Load 5Ω, (b) Load 15Ω, (c) Load  25Ω.

(a)

(b)

(c)

그림 10 LLCC 공진컨버터 실험 파형 (최대점) (a) 부하 5Ω, (b) 

부하 15Ω, (c) 부하 25Ω.

Fig. 10 LLCC resonant converter experiment waveform (Peak 

ponit) (a) Load 5Ω, (b) Load 15Ω, (c) Load  25Ω.

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플라즈마 공정용 LLCC 공진컨버터의 실험 회로이다. 

실험 회로는 TI 사의 TMS320F28335를 이용하여 디지털로 구현

하였으며, 높은 스위칭주파수로 동작시키기 위하여 CREE 사의 

SiC MOSFET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압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LLT(Inductor-Inductor-Transformer) 

변압기를 사용하였다[7].

실험은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스위칭 주파수에 따른 전압

이득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하에 따른 출력전압 파형을 측정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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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 결과 그래프

Fig. 11 Experiment results graph

그림 9는 LLCC 공진컨버터의 실험 파형으로 (a), (b), (c)는 

각각 부하 5Ω, 15Ω 그리고 25Ω 조건에서의 측정 파형이다. 실

험파형은 출력전압 Output voltage와 출력전압을 필터링한 

Output voltage_flt 그리고 DA 보드를 통한 스위칭 주파수를 측

정하였다.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출력 Capacitance 값을 작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출력 전압파형 Output voltage가 리플이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출력 Capacitance 에 의

하여 출력전압 리플이 커지는 것은 LLCC 공진 컨버터를 인터리

브드 방식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쇄 시킬 수 있으며 추후에 연구

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압이득을 측정해 비교하기 위하여 출력전압을 필터링한 파

형을 함께 측정하고 그 값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DA 보드를 통

한 스위칭 주파수의 측정으로 50 kHz에서 150 kHz로 스위칭 주

파수를 움직여 측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그림 9와 같은 실험에서 최대이득 점에서의 확대파

형이다. 파형 (a), (b), (c)는 각각 부하 5Ω, 15Ω 그리고 25Ω 

조건에서 측정 파형이다. 부하 5Ω은 79.30 kHz, 15Ω은 88.44 

kHz 그리고 25Ω은 93.39 kHz에서 최대이득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실제 전압파형은 출력 커패시턴스 값을 작게 설

정했기 때문에 리플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그림 9, 10 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정리한 

실험 결과 그래프 이다. 실험결과 각 부하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전압 이득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에서 분석

한 LLCC 공진 컨버터의 이득특성과 같이 부하 특성에 따른 최대 

전압이득을 갖는 주파수 점이 공진점이 되는 fn=1인 지점보다 

오른쪽 (더 높은 주파수)지점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출력 Capacitance를 고려한 

LLCC 공진컨버터의 이득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LLC 공

진컨버터와 다른 이득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뮬레이션에서는 기생성분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실험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는 부하특성에 따른 최대이득

을 갖는 주파수 점이 공진점이 되는 fn=1인 지점보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작은 출력 Capacitance를 고려한 LLCC 공진컨버

터의 경우 최대 이득을 갖는 주파수점이 공진점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통하여 플라즈마 

공정용 LLCC 공진 컨버터의 설계시 응용분야의 부하특성 및 공

진주파수에 따라 동작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3. 결  론

플라즈마 공정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플라즈마를 제어

할 수 있는 전원장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즈마 공정용 전원장치로 높은 전력밀도와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LLC 공진 컨버터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공정의 특성상 플라즈마의 불안정으로 인

한 아크 (arc)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출력 Capacitance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아크발생시 실질적인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반면, LLC 공진컨버터의 경우 기존의 분석된 이득특성

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성이 변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작은 출력 Capacitance를 고려한 LLC 공진컨버

터를 LLCC 공진컨버터로 분류하고 기존의 LLC 공진컨버터의 이

득특성 분석에 사용된 FHA 근사방법을 적용하여 LLCC 공진컨

버터의 이득특성을 분석하였다. 

출력 Capacitance를 고려한 LLCC 공진컨버터의 경우 기존의 

공진컨버터와 다르게 부하특성에 따라 최대 이득을 갖는 주파수 

점이 공진점 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

석된 내용은 PSIM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하드웨어를 구

성을 통한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플라즈마 

공정과 같이 출력 Capacitance를 작게 설정할 경우 LLC 공진컨

버터의 변화하는 이득특성은, 출력 Capacitance 를 고려하여 해

석하는 것으로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내용을 통하여 플라즈마 공정용 LLCC 공진컨버터의 

설계 시 공정의 부하특성, 공진주파수 등의 스펙에 따라 정확한 

동작 범위를 설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연구내용으로는 출력 Capacitance 값을 작게 설정함에 

따라 증가하는 출력전압 리플을 줄이기 위하여 LLCC 공진컨버터

에 인터리브드 방식을 적용할 것이며, 플라즈마생성 조건을 만족

하기 위한 초기 무부하 동작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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