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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전류모드에서 기생손실들을 고려한 고정주파수 LCL형 컨버터 해석

Analysis of the Fixed Frequency LCL-type Converter at Continuous Current Mode 

Including Parasitic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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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eun Park․Hanju Cha)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an LCL-type isolated dc-dc converter operating for constant output voltage in the continuous 

conduction mode(CCM) with resistances of parasitic losses –static drain-source on resistance of power switch, ESR of 

resonant network(L-C-L)-using a high loaded quality factor Q assumptions and fourier series techniques. Simple analytical 

expressions for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re derived under steady-state conditions for designing and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the proposed converter. The voltage-driven rectifier is analyzed, taking into account the diode threshold voltage 

and the diode forward resistance.

  Experimental results measured for a proposed converter at low input voltage and various load resistances show agreement to 

the theoretical performance predicted by the analysis within maximum 4% error. Especially in the case of low output voltages 

and large loads, It is been observed that introduction of both rectifier and the parasitic components of converter  had 

considerable effect on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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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진형 인버터를 적용하는 파워 컨버터의 사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경량이고, 주파수에서 운영이 가

능하며, 높은 효율을 가지게 된다. 또한, 빠른응답으로 소프트 스

위칭이 가능하여 컨버터에 적용되는 스위치 는 영전압 스위칭

(zero voltage switching, ZVS)과 영전류 스위칭(zero current 

switching, ZCS)이 가능하다. 이러한 컨버터는 전자기적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

을 더불어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공진형 컨버터는 공진네트워크

의 구성에 따라 직렬 공진형, 병렬 공진형, 및 직/병렬 혼합 공진

형으로 구분된다[1][4].

본 논문에서는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출력전압을 나타

내는 풀-브리지 LCL형 공진형 컨버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

다. 여기서는 일정한 출력전압형인 LCL형 컨버터를 분석하기 위

해서, 우선적으로 컨버터에 사용된 파워 스위치 저항, 공진네트워

크의 ESR 및 절연형 변압기를 포함한 정류기의 실질적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LCL형 dc/dc 컨버터에 대해 낮은 

입력전압과 다양한 출력부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생파

라미터들의 영향에 대한  특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 LCL형 전압형 컨버터 회로

Fig. 1 Circuit schematic of LCL-type voltage converter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제안된 컨

버터가 일정한 출력전압을 내도록 고정주파수에서 50%의 듀티비

로 제어되는 이상적인 LCL형 컨버터에 대한 동작원리를 간략하

게 소개한다. 3장에서는 ac 접근법을 사용하여 컨버터의 입력/출

력 특성에 대한 해를 구하여 주파수에 따른 컨버터의 이득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진네트워크의 임피던스 해석을 통한 주파수 

특성 분석, ESR를 포함한 공진 네트워크(L-C-L) 해석, 및 연속

전류형태로 공급되는 부하일 경우에 있어서의 정류기 모델을 통

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낮은 입력전압과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앞선 이론적 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기술하

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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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버터의 동작원리와 모델링

이 장에서는 제안된 컨버터의 동작원리를 간략히 언급한다. 제

안된 컨버터 회로는 풀-브리지 인버터, 브리지 정류기, LCL 공진 

네트워크, 고주파수 변압기로 구성된다. 인버터는 4개의 양방향 

2-상한 스위치 S1∼S4로 트랜지스터와 역병렬 다이오드(일반적으

로 유도성 부하에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로 구성되며, 

양방향으로 전류가 도통되도록 한다. 스위치(S1, S4)와 스위치(S2, 

S3)는 50%의 듀티 사이클를 가지고 의 스위칭 주파수에

서 번갈아가며 턴-온, 턴-오프하게 된다. L-C-L 공진회로는 인

버터에서 제공되는 사각파 를 그대로 사각파로 에 전달되

도록 한다.

만약 선택도( )가 크다고 가정하면, 그림1의 변압기와 정류기

를 포함한 부하는 사인파 전류로 그림2(a)처럼 대체가능하다. 인

버터의 출력전압( )과 공진네트워크의 출력전압( )은 항상 

180도 위상 차이를 가지는 사각파를 보이고, 이 충분히 크다면

(즉,≥), 출력 측의 인덕터(L2)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이며 

사인파에 근접한다. 이러한 경우에, 정류기의 입력파워는 오로지 

기본파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입력전압의 사각파 전압의 기본파 

성분은 정류기의 입력전류와 동상이다. 그 결과로 정류기는 입력

저항 로 그림 2(b)처럼 대체가능하다. dc 전압 와 파워 스

위치(∼)는 high 레벨, 와 low 레벨 -를 지닌 사각파 

전압원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렇게 컨버터의 등가회로는 그림2(b)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파워스위치는 그림2(a)와 같이 내부저항 

지닌 형태로 모델링하였다[2][8].

(a) 파워 스위치의 온-저항 모델링

(b) Rac 부하 저항 모델링

그림 2 제안된 컨버터의 등가회로

Fig. 2 The equivalent circuit of the proposed converter

컨버터의 동작원리는 스위칭 주파수가  
  (즉, 인덕터 

L1, L2의 인덕턴스 값이 동일)인 경우에 컨버터에 회로에 나타나

는 전압, 전류로 그림 3에서처럼 보여지게 된다. 여기서, 공진주

파수는   , 인덕터 흐르는 전류는 사인파이고 

컨버터는 연속 도통모드에서 동작하게 된다. 인버터 출력전압

는 출력전류보다 ⏀만큼 앞서고, 공진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전압이에 전달된다. 이 클 경우 정류기 입력전압, 는 사

각파이고 입력전류는 사인파를 공급하게 된다. 의 순간적인 

전압이 양(+) 일 때, 다이오드  ,는 온 되고,  , 는 오프 

된다.  , 의 양단 전압은 거의 0에 가깝고,  , 의 양단 

전압은  ≈ . 의 순간적인 전압이 음(-)일 때, 다이

오드  , 는 오프 되고,  , 는 온 된다.  , 의 양단 전

압은 거의 0에 가깝고,  , 의 양단 전압은  ≈ , 출

력전류는 피크값 과 를 갖는 사인파이다. 여기서 

은 변압기 턴수비를 나타낸다.

그림 3 일정출력 전압형 컨버터의 노드별 파형

Fig. 3 Waveforms in LCL-type dc/dc converter for 

constant output voltage

그림 3은 한 주기 동안 동작하는 전압형 컨버터의 노드별 전

압 및 전류를 파형을 각각 보여준다. Vab는 인버터 출력전압, iL1

은 인덕터 L1에 흐르는 전류, 스위치 S1 과 S2에 흐르는 전류는 

iS1 과 iS2, Vcd는 공진네트워크의 출력전압, Vd6,Vd8,id6,및id8,는 정

류기 입력전압 Vcd에 따른 다이오드 D6과D8에 흐르는 전압과 전

류 파형이다. 여기서 Vd는 직류 입력 전압, Idm은 정류기 출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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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최대값을 각각 나타낸다. 언급된 Vab와 Vcd는 크기가 같고, 

위상은 180°의 차이가 있고, 인버터 출력전압 Vab는 인덕터 전류 

iL1를 ⏀만큼 앞서게 됨을 알 수 있다.

3. 컨버터 해석

이 장에서는 제안된 컨버터에 대한 ac 접근법 해석을 수행하

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정들은 3.1절에서 정의하였다[3]. 3.2절에

서는 LCL 공진네트워크 포함한 전압 전달함수를 이끌어냈으며, 

3.3절에서는 공진네트워크에 대한 임피던스 해석 및 ESR성분을 

포함한 영향을 언급하고, 연속전류모드를 공급하는 정류기 모델

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가정

그림 1의 인버터 회로 해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스위치, 다이오드, 컨버터에 사용된 공진성분  , C,   

값은 이상적이다.

둘째, 스위칭 손실은 무시한다.

셋째, 출력 캐패시터 Cf는 출력 전압 리플을 없애기 위해서 충

분히 크다.

넷째, 동작하는 컨버터는 정상상태에 동작한다.

마지막으로, 공진회로의 선택도 Q는 인버터의 출력 전류가 사

인파가 되도록 충분히 크다.

  라고 가정하여 컨버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인버터의 전압 전달함수 

그림 2을 참조하여, 공진네트워크의 입력전압 는 식 (1)과 

같이   크기의 사각파형으로 표현된다.

       for ≤
  for ≤ (1)

이 사각파의 기본파 성분은  sin이고, 

  

 (2)

 의 실효값 s   이다. 이는 공진회로 

입력에서, 직류입력 전압로부터 기본파성분에 대한 전압함수를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

s



(3)

그림 2(b)로부터, 공진회로의 전압전달 함수는[5] 

  ≡






















 


 

 



(4)

여기서, 는s이고, ( )는 인덕턴스 비를 나타낸다. 식 

(4)에 대한 크기와 위상은 식 (5)∼식 (6)과 같다.

 





  


 

 


(5)

arctan 



 

 

 (6)

공진주파수에서의 각주파수  , 정규화된 주파수 비  , 부하 

저항 에 따른 선택도 , 두 인덕터의 인덕턴스 비 

  및 부하 저항과 변압기를 포함한 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   ,  ,   


각각 정의한다. 특성임피던스는    이고, 

  와 같다. 는 양단 전압의 

실효값이다.

그림 4는 식 (5)의 전달함수에 대한 3차원 표현이다. 식 (5)으

로부터,   에서   
이고, 

        →
 


,  →               (7)

출력이 단락된 회로에서, 이 0부터 1로 증가할 때,  는 

1부터 ∞로 증가하고, 이 1부터 ∞로 증가할 때,   는 ∞

부터 0로 감소한다.

그림 4 공진회로의 전달함수의 3차원 그림

Fig. 4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ransfer function 

of resona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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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전압 전달함수의 크기는 식 (3)과 식 (5)를 통해 다

음과 같이 구해진다.

 ≡

   







  


 

 



 (8)

 의 범위는 0부터 ∞이다.

3.3 공진네트워크의 에너지 파라미터 

3.3.1 임피던스 해석 

그림 1에서 공진네트워크인 LCL의 입력 임피던스는 그림 5와 

같이 보여주며, 입력임피던스( )와 출력임피던스( )에 따른 컨

버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식 (9)∼식 (12)와 같다. 식 

(9)는 부하가 단락된(shorted) 상태의 입력 임피던스, 식 (10)은 

부하가 무부하(open) 상태의 입력 임피던스, 식 (11)은 입력회로

가 단락된 상태의 출력 임피던스, 식 (12)는 입력회로가 개방된 

상태의 출력 임피던스를 각각 나타낸다.

공진 네트워크의 성분들이 이상적이라면, 입력 임피던스,  ,는 

부하저항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Middlebrook's 

Extra Element 이론, 즉, 식 (13)을 적용하면, 식 (14)과 같다[9]. 

적용된 입력 임피던스에 대한 부하저항 은 변압기, 정류기, 용

량성 필터를 포함하고, 출력 임피던스의 경우에는 브리지 스위치

를 포함한 부하를 각각 나타낸다[9].

그림 5 LCL형 공진 네트워크 

Fig. 5 LCL-type resonan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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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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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그림 6 부하변동에 따른 공진 네트워크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

Fig. 6 Magnitude and phasor of resonant network impedance 

under various loads 

그림 6은 식 (9)∼(14) 의해서 구해진 공진 네트워크 임피던

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부하변동에 따른 공진 네트워

크의 입력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각각 보여준다.

부하 변동에 따른 임피던스의 크기는 주파수  , 에서 서

로 교차하는 지점, 공진주파수  , 및 본 논문을 통해 설계된 운

용주파수 가 존재하게 된다. 임피던스에 따른 주파수 구간별 특

성은 다음과 같다. 만약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가 ≤  선택

되면, 입력 임피던스는 ║∞║≥║║이다. 무부하 스위치 전

류의 크기는 단락된 스위치 전류보다 작다. 이로써 단락된 스위

치 전류는 인덕터 임피던스에 의해서 제한되고, 반면에 무부하인 

경우에 있어서 스위치 전류는 캐패시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스위칭 주파수가  ≤≤에서 선택되면, 입력 임피던스 크기는 

║∞║≤║║가 된다. 이로써 무부하 스위치의 전류 크기가 단락

된 스위치 전류보다 크다. 부하 전류가 작아짐에 따라, 스위치 전류가 커

지고, 높은 도통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 부분에서는 부하가 작을수록 효

율이 좋지 않다. 특히, 스위칭 주파수를 공진주파수와 동일하게 선택할 

경우,  는 스위치의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상이며 컨버터는 모든 

부하 영역에서 일정한 전류로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6∼7].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가  ≤≤에서 선택되면, 입력 

임피던스 크기는 ║∞║≤║║가 된다. 단락된 회로 전류는 

║║에 의해서 결정되고, 반면에 무부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부분에서는 입력 임피던스의 위

상이 부하 변동에 따라 부호가 바뀌는 경계 부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 경우, 임피던스 크기는║∞║≥║║이

다. 이 부분에서는 부하에 상관없이 일정한 출력 이득을 가지게 

되는 특수한 주파수가 존재하고, 입력 임피던스의 위상 특성이 

모든 부하 영역에서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는 유도성 부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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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8].

3.3.2 소스 변환 및 테브난-노튼 등가회로 

여기서는 공진네트워크를 이루는 공진성분의 고려한 실질적인 

파라미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진성분인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ESR을 고려하였다. 즉, 그림 7과 같이, 공진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원소스로 정의하여 부하 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여기서,  ,,는 공진성분인  , 및 의 ESR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7에서 전압 와 직렬임피던스  의 조합을 전류

원과 병렬 임피던스  로 그림8과 같이 교체한다. 소스 전

류(I)는   이다. 다음은 그림8에서 병렬로 구성된 

임피던스를 하나의 임피던스(Z)로 결합한다.

 

   
(15)

이렇게 구성된 회로는 그림 9와 같이 직렬임피던스와 전압원

으로 변환하게 된다. 여기서 전압원은   ∙ 표현되고, 그

림 10과 같이 직렬 형태로 간략화 한다. 즉, 인버터 출력단자 a, 

b에서 테프난/노튼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공진성분인  , 및 

의 ESR를 포함하여 2번의 전원 소스 변환을 통해, 그림 10과 같

은 회로로 간략화 할 수 있다.

그림 8의 병렬 임피던스가 그림 9의 직렬 임피던스(   )와 

같은 형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식 (16)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이는 공진주파수 보다 큰 영역에서만 만족하게 되고,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캐패시터( ) 성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공진성분이 이상적일 경우와 같은 ESR성분이 존재하지 않

거나 의  , 의 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진주파수 보다 큰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이 또한 식 (1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6) 

그림 9, 그림 10을 통해 모든 전류는 캐패시터를 통과하며 인

덕터에 흘러 부하에 공급되어 소비하게 된다. s는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이고, 는  , 와  ,의 병렬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항이다. 는 그림 2(a)에서 모델링된 파워스

위치의 저항을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결국, 그림 10의 저항 

는 식 (15)와 의 합으로, 공진성분인 모든 ESR성분과 파워스위

치 저항의 기생성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직렬저항이다. 이러한 간

략화된 회로를 이용하여 공진성분을 포함한 인버터 효율 전압강

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8∼9]. 부하 에 소비되는 

출력 소비전력은 식(17)과 같다.






 s (17)

또한, ESR에 의해 도통되는 손실은 그림 10에서 저항 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며, 식 (18)과 같다.

 




 s (18)

효율은 식(19)와 같이 표현된다.

 ≡

 

  

  


 (19)

저항 에 의한 전압 강하는 식(20)과 같다.

  s (20)

그림 7 그림1에서 ESR 포함한 회로

Fig. 7 The circuit for Fig.1 including ESR

그림 11은 LCL네트워크를 지닌 컨버터와 LC형태의 직렬형 컨

버터에 대한 전압 전달함수를 비교한 결과로 LCL형의 경우에 있

어 Q값이 커짐에 따라서 직렬형 곡선과 유사한 파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그림7를 간략화하기위한 1단계 회로

Fig. 8 The first step in reducing the circuit shown in Fig. 7

그림 9 그림 7를 간략화하기위한 2단계 회로

Fig. 9 The second step in reducing the circuit shown in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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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스변환에 의한 그림7를 간략화한 회로

Fig. 10 A simplification of Fig.7 by source transformations.

그림 11 LCL과 직렬공진형 컨버터의 전압 전달함수의 비교

Fig. 11 A comparison of voltage transfer function between 

LCL and series resonant converter 

차이점은 직렬형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공진주파수에 존재하는 

반면에 LCL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개의 인덕터의 인덕턴스 

비가 동일할 경우) 만큼 오른쪽이 이동하게 된다. 또한, Q가 커

짐에 따라서 공급되는 전류는 연속전류모드 형태로 동작하게 되

며 그 값은 2.5 정도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다음에서 정류기 

해석을 위해서 활용하게 된다. 

3.4 브리지 정류기 해석

3.4.1 가정  

그림 2와 같은 전압 구동형 정류기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

건에서 수행된다[8∼10].

1) 온 상태의 다이오드는 일정 전압원와 온-저항의 직렬

연결로 모델링한다. 여기서, 는 다이오드 역치전압

(threshold voltage)을 나타내고 는 다이오드 순방향 저

항을 나타낸다. 

2) 오프 상태의 다이오드는 오픈 스위치로 모델링한다.

3) 정류기는 사각파형의 전압으로 구동되고, 기본파 성분만 고

려하여 해석한다. 입력전압의 크기는 보다 상당히 크다.

4) 변압기는 턴수비만 존재하는 이상적이다.

5) 필터 캐패시터 는 출력전류에 흐르는 ac 전류 리플을 무

시할 정도로 크다.

3.4.2 해석

브리지 정류기의 회로와 모델은 그림12와 같다.  일 때, 

 , 는 온이고,  , 는 오프이다. 반면에,  때  , 

는 온이고,  , 오프이다. 출력 파워  , 다이오드 도통손

실  , 입력 파워 는 다음과 같다.

부하에 흡수되는 출력파워는

 
                                  (21)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은

   
 





 

 




sin 


 (22)

여기서,  을 만족한다. 

에 의해서 손실되는 파워는

      

                      (23)

다이오드 전류의 실효값은 

 




 





  




 





 sin  



       (24)

에 의해서 손실되는 파워는

 
  



                       (25)

다이오드 한 개에 흐르는 총 손실은

 


 





 



 








  


 







(26)

여기서,    

출력파워  , 다이오드 도통 파워  , 입력 파워 는 식

    

효율은

≡
















     (27)

다이오드에 의한 전압 강하는 식(28)과 같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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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로

(b) 모델

(c) D6, D7 가 온일 때 모델

(d) (c) D5, D8 가 온일 때 모델

그림 12 정류기 (a) 회로. (b) 모델. (c) D6과 D7가 온 이고, D5 

과 D8 가 오프일 때 모델. (d) D5과 D8 온 이고, D6과 

D7가 오프일 때 모델.

Fig. 12 Bridge rectifier. (a) Circuit. (b) Model. (c) Model 

when D6 and D7 are on and D5 and D8 are off. (d) 

Model when D5 and D8 are on and D6 and D7 are 

off.

본 논문에서 제안된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전압강하와 효율은 

공진성분을 포함한 인버터 해석(3.3.2절)와 정류기 해석(3.4.2절)의 

합으로 표현된다. 

전체적인 효율은 식(19)와 식(27)의 곱으로 식 (29)와 같다.

   ∙ 













    (29)

여기서,   



전체적인 전압강하()는 식(20)와 식(28)의 합으로 식(30)과 

같다.

    s             (30)

4.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공진성분의 ESR성분과 변압기를 

포함한 정류기에 대한 해석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결과를 

언급하였다. 실험조건은 입력 직류 전압을 30[V], 컨버터 용량 

300[W], 공진성분인 두개의 인덕터( ,)의 인덕턴스 비는 동일

하며, 변압기 턴수비는 1로 설계하였다. 실험은 다양한 부하 조건

에서 출력전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제안된 컨버

터에서 정의된 파라미터에 대한 계측치, 설계/목표치를 보여준다

[10]. 컨버터에 적용된 파워스위치는 역병렬 다이오드를 지닌 

STE250NS10이고, 정류기 역시 파워스위치에 위치한 다이오드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제안된 컨버터에 대한 제어는 50%의 듀티비와 고정주파수로 

동작하고, 다양한 부하에서 일정 출력전압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

건이다. 실험은 좀 더 정확한 스위칭 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근접한 

운용주파수를 선정하였으며, ESR과 변압기를 포함한 정류기 영향

을 분석을 위해서 위에서 분석하여 얻어진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

교 분석하였다. 

파라미터 실험/계측치 설계/목표치

입력전압 (V) 30 30

출력전압 (V) 30 (목표치) 30

공진주파수(㎑) 22.649  17.686

운용주파수(㎑) 32.030  25.012

( ) 32.87 30.79

() 32.92 30.79

 (㎌) 1.5  1.5

 1.0 1.0

표    1 제안된 컨버터의 설계 파라미터

Table 1 The designed parameters of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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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공진네트워크의 ESR, 변압기, 정류기 등 포함한 컨

버터의 출력전압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이 실험에

서는 전압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낮은 입력전압과 낮은 출력전

압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식(29)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하고 계

산된 는 대략 59.6[mΩ], 파워스위치 저항(5.5[mΩ])과 다이오

드의 전기적 특성은 STE250NS10 데이터 시트를 이용하였다. 이

론적 계산을 위해서 사용된 STE250NS10의 데이터 시트의 소스

-드레인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강하에 정보는 25℃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출력전압은 인덕턴스 비()가 1보

다 다소 크며, 부하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산값(이론치)보다 

실험값이 다소 큼을 알 수 있으며, 부하가 커질수록 계산값(이론

치)보다 실험값이 작아진다. 전압강하의 최대폭은 최저부하에서 

대략 1.2[V] 와 최대부하에서 대략 0.5[V]의 오차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오차는 컨버터를 제어하기위한 스위칭 주파수 선정, 

회로 성분을 구성하는 주변 파라미터 및 계측오차 등으로 예측되

고, 출력전압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또한, 일반적인 다이

오드의 =0.5[V], =25[mΩ] 및 부하 =3[Ω]일 경우의 효

율은 식(29)에 의해서 대략 76[%]로 정도로 예측되며, 실제 실험

값에 있어서도 작은 부하에 있어서는 저효율을 보이지만, 연속전

류 모드로 동작하기 위한 부하 범위에서는 74∼81%정도의 효율

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는 이론적인 계산값과 실험값

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기생성분을 고려한 출력 전압의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결과

Fig. 13 A comparison of calculated & measured output 

voltage including parasitic components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풀-브릿지 형태의 LCL형 공진탱크를 지

닌 컨버터에서 기생손실 성분인 파워스위치 온저항, 공진네트워

크의 ESR성분의 영향을 포함한 컨버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출력전류가 연속전류모드에서 동작하는 모드에서 변압기를 

포함한 정류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컨버터는 부하변동에 상

관없이 일정 출력 전압을 보이도록 고정주파수에서 듀티비 50%

로 제어하는 컨버터이다.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이상적

인 소자들을 지닌 LCL형 컨버터의 경우에는 설계/제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생성분의 영향을 무시하고 수행하여, 입출

력 특성은 공진탱크에 존재하는 인덕턴스의 비에 따라 출력전압

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실제적인 인덕터와 캐패시터

의 ESR성분, 파워스위치의 온 저항, 및 다이오드의 온-저항과 역

치전압에 따라 컨버터의 출력전압과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

하여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저전압이고 부하가 큰 경우에 

기생성분 손실들은 훨씬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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