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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어 기반의 경계점모드 브릿지리스 PFC 컨버터

Critical Conduction Mode Bridgeless PFC Converter Based on a Digital Control

김 태 훈* 이 우 철

(Tae-Hun Kim Woo-Cheol Lee)

Abstract - Generally, in order to implement the CRM(Critical Conduction Mode), the analog controller is used rather than a 

digital controller because the control is simple and uses less p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various user needs, digital control system based on a DSP is on the ris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RM 

bridgeless PFC converter based on a digital control is proposed. It is necessary to detect the inductor current when it reaches 

zero and peak value, for calculating the on time and off time by using the current information. However, in this paper, the 

on-time and off-time are calculated by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without any current information. If the switching-times 

are calculated through the steady-state analysis of the converter, they do not reflect transient status such as starting-up. 

Therefore, the calculated frequency is out of range, and the transient current is genera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imitation method of the on-time and off-time is used, and the limitation value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voltage reference. 

In addition, in steady state, depending on the switching frequency, the inductance is varied because of the resonance between 

the inductor and the parasitic capacitance of the switching el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ductance are measured 

depending on the switching frequency. The measured inductance are used to calculate the switching time for preventing the 

transient current.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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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FC(Power Factor Corrector) 컨버터는 PF(Power Factor) 와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된다. 이러한 PFC 컨버터로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그 중 브릿지리스 PFC 컨버터는 간단한 회로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PFC 컨버터의 제어 방법으로는 CCM(Continuous Conduction 

Mode), CRM(Critical Conduction Mode), DCM(Discontinuous 

Conduction Mode)이 있다. 그 중 CRM 은 다이오드의 영 전류 

턴-오프가 가능하고, 능동 스위치의 턴-온 손실도 줄어들 수 있

다. 따라서 약 500 W 이하의 중, 저 전력에서 스위칭 손실의 저

감으로 인해 효율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6].

최근 반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DSP 기반의 디지털 제어

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제어는 더 좋은 노이즈 감쇄를 

얻을 수 있고, 복잡한 제어가 가능하며 통신을 이용한 고성능 시

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ad변환, 연산, PWM으로 인한 delay가 발생하

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7][8].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제어의 장점들로 인해 PFC 컨버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제어기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디지털 제

어기에 대한 연구는 제어가 복잡한 CCM에 대한 연구이고, CRM

과 DCM 은 제어 회로가 간단하며 저 전력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CRM 동작의 제어를 위

해서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0 일 때와 최대치 일 때의 전류 

검출로 스위칭 동작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아날로그 회로

가 필요하다. 

DSP가 점점 고성능, 저가화되고 있기 때문에 DSP를 활용하여 

CRM을 디지털 제어 시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인버터와 

같은 다른 시스템들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P TMS320 -F28335를 사용하여 CRM 방식의 

브릿지리스 부스트 PFC 컨버터를 디지털 제어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일반적으로 CRM 방식을 구현하는 경우 부스트 컨버터용 인

덕터의 0 전류와 최대 전류를 검출하여 스위칭 소자를 도통하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스트 컨버터용 인덕터 전류 검출 없이 

CRM의 스위칭 방식을 디지털로 구현하기 위하여 회로 해석을 

통해 유도되는 수식으로 스위치의 온, 오프 시간을 DSP 연산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버터를 제어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 때 입력전압, 출력전류, 출력전압을 검출 받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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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릿지리스 부스트 PFC 회로

Fig. 2 Bridgeless boost PFC circuit

제안된 방식을 구현할 경우 기동 시, 고/저주파수에서 과도 전류

가 흐르는 문제가 발생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칭 

시간을 지령치에 따라 제한하였다. 또한 정상상태 시 인덕터와 

스위칭 소자의 기생 커패시턴스 간의 공진에 의해 높은 주파수에

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회로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해 계산에 사용되는 인덕턴스 값을 주파수에 따라 

변경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브릿지리스 부스트 컨버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Bridgeless Boost 컨버터

브릿지리스 부스트 PFC 회로 사용시 기존의 브릿지 정류기를 

사용하는 PFC 회로 보다 전류 경로 상의 도통되는 반도체 소자 

수가 두 개의 다이오드와 한 개의 MOSFET에서 한 개의 다이오

드와 한 개의 MOSFET로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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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부스트 PFC 회로

Fig. 1 general boost PFC circuit

그림 1에서 일반 부스트 PFC 회로를 확인할 수 있다. 브릿지 

정류기를 사용하여 정류한 파형을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여 일

정한 DC 전압(Vdc )으로 만들고, 스위칭에 따라 역률과 THD를 개

선해줄 수 있다. Q1 온 동작 시 전류 도통 경로 상에 브릿지 정

류기의 다이오드 두 개(D1, D4 또는 D2, D3 )와 MOSFET Q1 이 

존재하여 총 세 개의 반도체 스위치가 사용되고, Q1 차단 동작 

시 다이오드 3개(D1, D4 또는 D2, D3 그리고 Dboost )가 사용된다. 

그림 2에서는 브릿지리스 PFC 컨버터 회로를 확인할 수 있다. 

브리지리스 컨버터에서는 다이오드 2개가 MOSFET로 대체된다. 

이렇게 대체된 MOSFET가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치가 되기 때문

에 다이오드 2개(D1, D2 )와 MOSFET 2개(Q1, Q2 )로 회로가 구성

된다. 양의 반주기 동안 Q1 이 온 되는 경우 Q1과 Q2 의 다이오드

를 통하여 인덕터가 충전되어 두 개의 소자가 사용된다. Q1 이 오

프 되는 경우 D1 과 Q2 의 다이오드를 통하여 인덕터가 방전하게 

되어 역시 두 개의 소자가 사용된다. 이처럼 전류 도통 경로 상

에 반도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

PFC 컨버터를 CCM으로 동작시키게 되면, DCM 이나 CRM 

방식에 비해 인덕터 전류의 실효치가 가장 작게 된다. 따라서 다

른 동작 모드에 비해 대용량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CCM은 전력 스위칭 소자의 하드스위칭(Hard Switching), 출

력 다이오드의 역회복 문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DCM으로 동작하는 경우, 일정 주파수와 일정 시비율로 제어

하기 때문에 회로의 구성과 제어가 간단하고 소프트 스위칭 

(Soft Switching) 즉, 영 전류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동일 정격에서의 전류 최대치가 다른 동작 모드에 비해 가장 

크게 된다. 따라서 DCM 은 다른 방식에 비해 저 전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CRM으로 동작하는 경우, 전류의 최대치에서 스위치를 차단하

고 0이 되는 순간 다시 도통하여 제어하고 가변주파수로 동작한

다. 전류의 최대치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에서 사용이 어렵다. 하

지만, 전류가 0이 되었을 때 스위칭을 하므로 다이오드 역 회복 

손실을 없앨 수 있고 MOSFET의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 500 W 급 이하의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2.2 CRM 동작특성과 회로해석

그림 3은 CRM PFC 부스트 컨버터의 동작파형을 나타내었고, 

여기서 vin 은 입력 전압, iLboost는 그림 2의 Lboost의 전류를 나타

내고 iin 은 입력전류로 입력전압과 동상이 된다. G1 과 G2 는 각

각 그림 2의 Q1, Q2 의 스위칭 파형을 보여준다. 스위칭 동작을 

보면 온 시간이 일정함을 알 수 있고, 오프 시간이 입력전압의 

크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주파수 또한 입력전압에 따라 변하

게 된다.

입력전압과 전류의 역률이 1이라고 가정하면 입력 전압과 전

류는 다음과 같이 최댓값과 sin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4].

   sin (1)

    sin (2)

또한 입력 전력 (Pin)과 출력 전력 (Pdc)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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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RM PFC 부스트 컨버터 동작파형

Fig. 3 CRM PFC boost converter operation waveform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

Parameter Values

input voltage, Vin 220 [Vrms]

output voltage, Vdc 400 [Vrms]

output power, Pdc 250 [W]

efficiency, η 95 [%]

Switching frequency, fs 15~67 [kHz]

Filter inductor, Lf 1.32 [mH]

Filter capacitor, Cf 1.8 [uF]

Boost inductor, Lboost 1.36 [mH]

Load resister, Rload 640 []

      (4)

    (5)

따라서 식 (1)~(5)에 의해 입력전류를 다음과 같이 출력 성분

과 sin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6)

또한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Lboost에 흐르는 전류의 최댓값 

다음과 같이 입력전류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부스트 전류의 최

댓값도 출력 성분과 sin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7)

  


 (8)

또한 부스트 컨버터의 전류 상승 구간에서 인덕터 전류의 기

울기와 하강 구간에서의 기울기는 식 (9), (10)과 같다.

  

sin
(9)

  

sin
(10)

인덕터 전류가 0인 순간 턴-온 하고 iLpeak 에 도달하면 턴-오

프 하기 때문에 온, 오프 시간과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1)

   sin
 

sin


(12)

       (13)

온 시간은 Pdc 가 최대치일 때 가장 크고 이 시간은 sin(wt)가 

0일 경우 오프 시간이 0이므로 정상상태의 최대 주파수의 주기

와 같다.

인덕턴스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인덕

턴스 값 선정이 중요하다. 최소 사용 주파수에서 인덕턴스를 결

정하기 때문에 온 시간과 오프 시간 즉, 주기가 최대, 주파수가 

최소가 되는 조건에서 인덕턴스 값을 결정한다. 식 (11)~(13)에 

의해 인덕턴스 Lboost 는 다음의 식 (14)와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이 때 사용된 시스템 설계 조건은 표 1과 같고 최소 스위칭 주

파수는 15 kHz로 결정하였다.

       min 


  
≃ (14)

본 논문에서 설정한 최소 스위칭 주파수 (f(min)) 15 kHz에서 

인덕턴스 값을 식 (14)과 같이 선정하였다. 최대 스위칭 주파수 

(f(max))는 온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계산 시 67 kHz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덕터와 MOSFET, 다이오드에 

존재하는 기생 커패시턴스의 공진으로 인해 인덕턴스 값이 증가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험 시 계산에 사용되

는 인덕턴스 값을 변경해 주었고, 이에 따라 최대 스위칭 주파수

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2.3 제안된 디지털 제어기

제안된 제어기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입력전압 (Vin )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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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디지털 제어기 구성

Fig. 4 proposed digital controller configuration

그림 5 사용 주파수에 따른 인덕턴스, 임피던스 변화 파형

Fig. 5 Impedance and inductance measurements according 

to operation frequency

표    2 Lboost 표

Table 2 Lboost  Table

Fs [kHz] Lboost [mH] Fs [kHz] Lboost [mH]

15 1.32 40 1.65

16 1.32 42 1.71

18 1.344 44 1.76

20 1.35 46 1.83

22 1.37 48 1.91

24 1.39 50 1.99

26 1.41 52 2.09

28 1.43 54 2.21

30 1.46 56 2.34

32 1.49 58 2.49

34 1.52 60 2.68

36 1.56 62 2.90

38 1.61 64 3.16

력전압 (Vdc_flt ), 출력전류 (Idc )를 각각 검출 받는다. 입력전압을 

검출 받아 PLL (Phase Locked Loop) 과정을 거쳐 역률 보정을 

위한 위상을 결정한다. 이는 온, 오프 시간 계산에 사용된다. 정 

출력전압 제어를 위해 전압-전류 PI 제어기를 사용한다. 먼저 출

력 DC 전압 지령치 (Vdc
*)와 출력 DC 전압 (Vdc_flt )의 차가 PI 

제어기로 입력되어 전류 지령치 (Idc
*)를 생성한다. 그리고 전류 

지령치 (Idc
*)와 출력전류 (Idc )의 차는 또 다른 PI 제어기로 입력

되어 출력전압 제어를 위한 Vdcref 를 출력한다.

이때 입력전압 최댓값인 Vp는 피드포워드 값으로 사용되었다. 

PI 제어기의 출력 Idc
*와 Vdcref는 식 (11)~(12)에 의해 온, 오프 

시간 계산에 사용된다.

동작 주파수에 따라 인덕턴스는 인덕터에 사용된 코어의 투자

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공진에 의해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파수에 따라 계산에 사용되

는 인덕턴스 값을 그림 5과 표 2 표현된 것과 같이 Lboost  Table

에 따라 변경하였다.

그림 5는 그림 2의 회로에서 Lboost 를 측정한 결과이다. 따라

서 스위칭 소자의 기생 커패시턴스 값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 장

비는 IM3570(Impedance analyzer)를 사용하였다. L 은 인덕턴스

를 나타내고 Z 는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측정 결과 인덕턴스는 

15 kHz의 주파수에서 최소 1.32 mH 그리고 64 kHz의 주파수에

서 최대 3.33 mH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값들은 주파수별로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그림 5의 측정 결과를 직접 대입한 결과이며 그림 4의 

Lboost Table이다. 실제 실험에 사용 된 값이며 Lboost Table을 사

용한 결과는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동 시 주파수와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온, 오프 시

간을 제한하였다. 제한 값은 전압의 지령치에 따라 변하게 되며 

식 (15)~(17)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max  min 


        (15)

    min  max      max 
max    

      (16)

    max  max     max 

   ×

(17)

최소 주파수인 15 kHz의 주기 CRM에서 주파수는 오프 시간

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기동 시 설계 범위의 주파수에서 동작시

키기 위해 오프 시간을 제한하였다. 먼저 식 (15)에서 toff(max)는 

최소 주파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기동 시 주파수가 15 

kHz 보다 작게 계산되기 때문에 15 k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

하기 위하여 fs(min) 을 이용하여 toff(max) 를 계산하고 기동 시와 정

상상태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식 (16)에서 toff(min)은 최대 

주파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fs(max)가 수식에 포

함되고, 출력전압 지령치 Vdc
* 가 증가함에 따라 toff(max) 가 0까지 

감소하게 된다. 기동 시 toff(max) 의 초기값은 toff(max) 와 동일하다. 

식 (17)에서 ton(max) 는 기동 시 과도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온 시

간제한 값이다. 최대 주파수인 경우의 주기는 온 시간이 되므로 

fs(max) 에 의해 계산된다. ton(max) 는 기동 시 큰 과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ton(max) 의 초기값은 0이고 

전압 지령치에 따라 증가하여 제한값을 조금씩 풀게 된다. 그런

데 제안된 방식에서 제어기는 기동 운전모드와 정상상태 운전모

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ton(max) 가 α 를 제외한 계산식으

로 구해지는 경우 정상상태에서 ton(max) 때문에 턴-온 시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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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SIM 시뮬레이션 회로

Fig. 6 PSIM simulation circuit

그림 7 정상상태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steady state simulation result

(a)

(b)

그림 8 기동시 시뮬레이션 결과((a) 주파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 (b) 주파수 제한을 적용한 경우)

Fig. 8 Startup simulation results((a) Without frequency 

limitation, (b) With frequency limitation)

한 값에 걸릴 수 있고 CRM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정상상

태 모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보다 큰 

상수 α (α ≥ 1) 를 곱해주었다. α 를 추가함으로써 기동시의 제한 

값 ton(max) 도 조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안정적으로 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과 시뮬레

이션에서 α = 1.2 이다. 식 (15)~(17)을 통해 계산된 제한 값을 통

하여 온, 오프 시간이 제한되고 최종 출력으로 결정된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브릿지리스 CRM PFC 컨버터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

된 방법에 따라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사용된 회로는 그림 2와 동일하며 시스템 파라미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기

생성분이 없는 경우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인덕터와 기생 커패시턴스의 공진에 의해 인덕턴스 값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저항 또한 이득에 영향을 끼친다. 시뮬레이션에는 

이러한 기생 커패시턴스와 저항성분들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따

라서 표 2의 Lboost Table도 적용하지 않았다. 공진과 인덕턴스의 

변화에 의한 파형은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터 인덕터

와 필터 커패시터 값은 입력전류의 고조파가 잘 소거되며, 전류

의 위상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저항 부하는 출력 전

압과 전력에 따라 사용하였다.

3.1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에 PSIM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회로를 나타내었다. 제어

는 PSIM의 DLL을 사용하였다.

그림 7에 나타낸 정상상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Vin는 입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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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정상상태 실험 결과(   ), (a) bridgeless 

boost PFC 컨버터 시스템 제어부 (b) LC 필터, Boost용 

인덕터 

Fig. 9 Steady state experimental result

그림 10 정상상태 실험 결과(   )

Fig. 10 Steady state experimental result

그림 11 정상상태 실험 결과 (Lboost Table 적용)

Fig. 11 Steady state experimental result (with Lboost Table)

그림 12 정상상태 실험 결과(Fs , Ts )

Fig. 12 steady state experimental result(Fs , Ts )

압, Iin 은 입력 전류, I(Lboost ) 는 부스트용 인덕터의 전류, Fs는 

스위칭 주파수를 의미한다. Fs 의 최댓값은 68.9 kHz, 최솟값은 

14 kHz로 측정되었다. 또한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의 위상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의 역률

을 측정하면 99.2 % 이상이며, 입력 전류의 THD는 2.6 % 이하로 

PFC로서 잘 동작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에 나타낸 기동 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의 측정 파형 

값들은 그림 7과 같고, 추가로 출력 전압 Vdc_flt 와 출력 전압 지

령치 Vdc_ref 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그림 4의 제어기에서 Vdc_flt , 

Vdc
* 를 나타낸다. 그림 8 (a)에서는 온, 오프 시간제한을 사용하

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과도전류는 약 25 A까지 

상승하며, 주파수는 약 0~115 kHz로 선정 주파수범위를 크게 벗

어나게 된다. 따라서 다른 동작모드 혹은 제어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처럼 시간제한을 사용하였고, 그림 8 

(b)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b)에서 보이는 Max_on 

_Time 과 Min_off_Time 은 지령 치와 함께 소프트 스타트 시 가

변되는 온, 오프 시간의 제한 시간을 나타는데, 정상상태 시 스위

칭 주파수 대역 15~67 kHz 범위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과도상태

에서도 동일한 스위칭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한 값으로 설정

하였다. 제안 된 방법대로 과도상태 시 다른 스위칭 방식을 사용

하지 않고, 온, 오프 시간  제한 만을 이용하여 스위칭 주파수가 

잘 제어되며, 출력전압이 지령치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덕터의 과도상태 전류는 10 A 이하로 유지되며 출력 DC 전압

도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실험 결과

그림 9의 사진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내었다. 

DSP로 TI 사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였다. 스위칭소자로 

CREE 사의 SiC MOSFET C2M008012D를 사용하였다.

그림 10에 인덕턴스를 고정한 경우 정상상태 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파형은 입력전압 (Vin ), 입력전류 (Iin ), 인덕터 전류 

(ILboost ), 출력전압 (Vdc )을 보여준다. 이 때 온, 오프 시간의 계산

에 사용되는 인덕턴스 값을 1.36 mH의 고정 값으로 사용하였다. 

입력전류와 인덕터 전류를 보면, 전압파형의 0 점 부근에서 전류

가 상승하여 CRM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1), (12)에서 인덕턴스에 따라 온, 오프 시간이 달라짐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실험에서는 그림 5과 표 2의 Lboost 

Table에 따라 인덕턴스를 변경하였다.

그림 11에서 표 2의 Lboost Table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파형 측정은 그림 10의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

하였고, 입력전압의 0점 부근에서 CRM으로 동작하며 따라서 입

력전류의 PF와 THD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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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동시 실험 결과 (a) 기동 시 파형 (b) 기동초기 확대 

파형 (c) 전류가 피크인 지점의 확대파형 (d) 기동이 거

의 완료된 시점의 확대파형 

Fig. 13 Startup experimental result

장비(HIOKI 3196 Power Quality Analyzer)로 측정한 결과 PF 

= 99.02 %, THD = 2.66 %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2에서는 입력전압과 계산되는 주파수(Fs ), 그리고 주기 

(Ts)를 측정하였다. 입력전압에 따라 주파수와 주기가 계산된다. 

표 2를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라 인덕턴스 값을 변경하였기 때문

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인덕턴스 값도 증가한다. 식 (12)에서 인덕

턴스 값이 증가하면 오프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표 2 적용 시 

계산되는 주파수의 최댓값은 설계 값 보다 작아지게 된다. 실험

에서의 최대 주파수는 설계 값인 67 kHz 보다 조금 감소한 약 

55 kHz 동작하였다. 주기 파형에서 턴-온 시간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주기의 최솟값은 온 시간이 되고 증가하는 값은 오프 시

간이 된다. 

그림 13에서는 기동 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값은 그

림 11과 동일하다. 출력전압을 311 V에서 400 V까지 증가시키고, 

정상상태 도달 시간은 약 0.5 s이다. 기동 시 주파수가 동작범위

를 벗어나며 과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식 (15)~(17)을 적용하여 

전압 지령치의 소프트 스타트에 따라 온, 오프 시간제한 값을 변

경하였다. 제안된 온, 오프 시간제한에 의해 입력 전류 Iin 과 인

덕터 전류 ILboost에서 시간제한에 의해 과도전류가 12 A 미만으로 

제한되어 안정적으로 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b)-(d)는 기동 시 각 부분에 대한 확대 파형을 보여준다. 온, 오

프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기동 시에는 CRM으로 동작하지 

않지만 정상상태로 갈수록 CRM 동작에 가까워지는 파형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RM으로 동작하는 브릿지리스 PFC 컨버터를 

DSP를 기반으로 디지털 구현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 고

성능의 컨버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또한 디지털 제어 구현 시 기존 아날로그 회로로 CRM을 

구현하는 경우 필요한 인덕터 전류검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온, 오프 시간을 DSP로 계산하여 스위칭을 제어할 것을 제안하

였다. 또한 제안된 방식으로 CRM을 구현한 결과 기동 시와 정상

상태 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동 시 과도전류와 주파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오프 시간을 전압의 지령치에 따라 제한하였다. 그리고 

정상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는 경우 공진 현상에 의해 인덕턴

스 값이 변화하고 전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에 따른 인덕턴스 값을 측정하였고 이를 실험의 온, 오프 시간과 

주파수 계산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시뮬레이션과 실험

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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