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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전류모드 제어를 적용한 고주파 심부발열 전원장치 설계

Design of High Frequency Heating Power Supply System Using Peck Current Mod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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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prototype of high frequency heating power supply system based on the high frequency heating 

principle is designed to take the place of acupuncture, moxibustion, warm dressing treatment and some other traditional 

physical therapy methods. Which possess the advantages of low cost, convenient, easy operation and good effect.  The high 

frequency heating power supply can generate a pulse voltage of more than 1KV with 300KHz switching frequency to heat the 

patient’s skin. The skin temperature can reach to 41~42℃. The peak current control method is used to maintain the skin 

temperature in the designed range. The design of the main circuit is based on the flyback converter topology. An easier and 

practical design method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ower supply system prototype is verified to be stable and reliable by 

bot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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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주파 열 자극은 심부발열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 조직의 국

소 온도를 40도 이상 높이므로 동맥 및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

류량을 증가시키며 심체방어기전이 향상되고 혈액순환 촉진 및 

신진대사가 증진되는 등 효과를 가지게 된다[1]. 따라서 침구, 온

찜질, 쑥뜸 등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하여  통증 완화, 면역력증가 

및 특정부위 병소 제거의 용도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2]. 고

주파 심부발열의 장점은 인체조직을 통전할 때 진동 폭이 [us] 

단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온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전기

화학적인 반응 또는 전기분해 현상이 없다. 그래서 기타의 전류

형태와는 달리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을 자극하지 않을뿐더러 인

체의 불편함이나 근육수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신체조직 안의 

특정부위를 효과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3]. 최근에 고주파를 이

용하여 피부노화 방지, 주름 및 재생 피부관리, 혈액의 정화, 리

프팅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고 부분 연구결과는 이미 

상용화되어 피부질환 치료에 보급되고 있다 또한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 독소 노폐물 배출을 통한 피부세포 활성화, 멜라닌 색소

분비 억제 및 착색된 멜라닌 색소 분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4].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유전가열법과 유도 가열법이 있는데 유

전가열법인 경우 고주파 전계에 의한 피 가열물의 유전체 손실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평판전극사이에 유전체를 

넣고 고주파 전압을 인가하여 온도를 올리는 효과를 얻는다. 유도

가열법은 자계의 변화에 따라 유기되는 와전류손 등을 적극적으

로 이용해서 교류 자계중에 놓인 피 가열체를 가열시키는 방법이

다.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모두 피 가열물의 재질 및 전계 또

는 자계의 주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5,6]. 위에서 언급된 종

래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고주파 심부발열에서 피 가열 대상

이 인체의 특정부위가 됨으로 다수의 연구는 주파수가 인체 심부

발열에 대한 영향과 치료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체 

심부발열 치료에 적합한 고주파 발생전원장치 설계에 관한 연구

는 비교적 미흡한 상황이다[7].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고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할 경우 피부의 건조 상태와 생체조직의 도전율과 

유전율 차이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8]. 본 논문은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방법을 소개하면서 피부의 건조 상태와 도

전율, 유전율 차이를 고려한 고주파 출력전류 제어기법을 제안한

다. 즉 고주파 전원장치 설계 시 전류모드 제어방식을 도입하여 

sensing 저항의 전류파형을 피드백 제어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사용자의 피부 특성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류 peak값을 유지시킴으로 적절한 열 효과를 내도록 한다.

2. 본  론

2.1 고주파 자극기의 전원장치 구성

심부발열에 적합한 300kHz 고주파 파형을 얻기 위하여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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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SMPS설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ly-back 컨버터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출력부분을 간단히 변경 설계하여 고주파 

Main 회로로 사용하였으며 UC3843과 ATmega128 MCU를 결합

하여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UC3843은 Forward 

feedback 방식을 이용한 전류제한회로를 구성하여 출력전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ATmega128은 On/Off기능, 

출력시간 조절 및 출력전류 크기 설정기능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9,10]. 

그림 1 고주파 자극기 전원장치의 구성

Fig. 1 Diagram of High Frequency Heating Power Supply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트랜스 동작원리에 의하면 트랜스의 권

수비에 의해 입출력 전압비가 결정된다. 그러나 Fly-back 토폴로

지에서는 상술한 원리와는 달리 구조 특성상 트랜스의 권수비는 

입출력 전류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11]. 때문에 Fly-back 구

조에서 전류제어기를 설계하여 트랜스 1차권선 즉 입력전류만 일

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2차권선 전류(출력전류)는 부하변동에 

무관하게 권수비에 의해 결정된다[12]. 본 논문에서 고주파 

Main회로를 Fly-back 컨버터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선정한 이유

도 이런 동작특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2.2 UC3843을 Forward Feedback 설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체저항 값은 약1000Ω 이며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가전압 25V~1000V 범위에서 인구의 95%

이상이 가지는 인체저항은 약 6100Ω~1500Ω이다. 또한 인체저항

은 주변 환경온도나 습도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게 된다[13,14]. 

이처럼 다양한 인체저항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한 전류 출력을 내

기 위하여 UC3843 IC를 사용하여 peak전류 제어기를 설계하였

다. 그림2는 UC3843을 사용한 제어기 회로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좌측 MCU블록은 ATmega128 최소시스템을 나타내

며, 참고전압 의 크기 조절을 통해 UC3843의 PWM Duty 

Setting을 바꿈으로서 고주파 자극기의 출력을 단계별로 가변하

게 된다.

우측 회로에서 삼각파 은 MOSFET이 turn on일 때 변압

기의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이고 은 sensing 저항이며 아

래 수식에서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Fly-back 토폴로지 설계 시 1차 권선

에 흐르게 되는 전류 최대치를 표시한다.

2.3 고주파 자극기의 Main회로 설계

그림 2에서 스위치 이 Turn On 되면 입력전압 가 변

압기 1차 권선에 인가됨으로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은 선

형적으로 증가하며 수식 (2)로 표현된다.

그림 2 고주파 자극기 출력제어회로

Fig. 2 Heating Power Supply Output Control Circuit

 

·
                      (2)

따라서 이 Turn On시간 동안 변압기 1차 권선에 저장된 

에너지는 수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3)

스위치 이 Turn Off 되면 이덕터 전류는 급변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변압기 1차 권선에서 2차 권선으로 서서히 전달되며 

이때 2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 출력전류 은 변압기 권수비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


                             (4)

수식 (3)으로부터 한주기 동안 변압기 2차로 전달된 에너지 

즉 입력파워는 다음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


                  (5)

여기서 T는 의 스위칭 주기를 표시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Main회로 파라미터 값들이며 설

계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sim을 사용하여 회로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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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주파 자극기 전원장치 파라미터 설계치

Table 1 Parameters of Heating Power Supply 

Parameters Value  Parameters Value

Input Voltage 12V
 Lp (Magnetic 

inductance)
16uH

Input Current 4.5A(MAX) Ns(secondary) 120T

Switching 

Frequency
300kHz  Np (Primary) 10T

그림 3 고주파 자극기 전원부 시뮬레이션 파형

Fig. 3 Heating Power System's Simulation Wave

 

그림 4 부하변동에 따른 제어기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Result of Controller Simulation by Different of Load

식 (4)에 근거하여 고주파 심부열에 적합한 범위인 120mA~ 

220mA 전류 출력을 내기 위한 권수비   를 12로 설정하였

으며 출력전류의 크기 설정은 ATmega128에서  가변을 통

해 실현하였다.

그림 3은 위의 Parameter 값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여기서 은 UC3843 3번 Pin의 입력신호 파형이며 Sensing 

저항 에 인가되는 전압파형 과 주파수 발진 삼각파

이 합친 후 전압분배를 거쳐 얻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과 Reference 전압 가 같아지는 순간 MOSFET 이 

Turn off 됨으로 입력전류  은 Zero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인덕터 에 흐르는 전류  의 peak치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하며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림4은 

peak전류 제어효과를 보기 위하여 부하 측에 강제로 150mA 

Step 전류를 주어 시뮬레이션 상 입력전류 peak값 변화를 관찰

하였다. Step 전류로 인해  값이 바뀌는 순간 입력전류  의 

peak 값은 짧은 시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 일정한 값이 유

지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PWM Duty도 다소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

이 회로를 구성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전원

장치 입력은 12V 4.5A AC-DC 컨버터를 사용하였으며 메인회로

와 컨트롤러는 그림과 같이 직접 PCB를 설계하여 제작을 하였다

(그림 5). 

그림 5 고주파 자극기 전원장치 시제품사진. 

Fig. 5 Picture of Sample Heating Power System

그림 6 고주파 자극기 전원장치 실측파형. 

Fig. 6 Real Wave of Heating Power System

그림 6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시제품 동작파형이다. 채널1은 UC3843 4번 Pin의 삼각파 

을 나타내고 채널 2는 이며 채널3과 채널 4는 각각 입력

전류  과 출력전압 을 보여준다. 측정결과파형에서 보여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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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각파 과 입력전류  에 리플성분과 링잉현상이 시뮬레

이션 보다 다소 선명하게 나타난 것 외에 시뮬레이션 파형과 거

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난 리플성분과 링잉현상의 

차이는 이론적으로 시제품에 사용된 소자들의 부유용량, 예를 들

면 저항, 커패시터, 권선의 기생성분을 100% 완벽하게 고려하여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제품의 열 출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체 피부와 전극

의 접촉부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온도측

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7에서 보여주듯이 연속 5분 동안 6개 

샘플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41.0℃에서 최대 41.7 ℃사이의 온

도 변화폭이 있었으며 평균 41.3℃로 비교적 안정적인 열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인체 피부 가열효과 열화상 사진

Fig. 7 Effect of Human Skin Heating's Thermal Image

4. 결  론

본 논문은 SMPS설계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Fly-Back 컨버터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UC3843 IC칩에서 제

공하는 peak전류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고주파 심부발열에 응용

한 한 사례이며 인체 피부조직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열 출력

을 얻기 위한 전류제어 기법과 적합한 고주파 전원장치 설계방법

을 제안하고 인체 피부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평균 41.3℃의 비

교적 안정적인 열 출력을 얻음으로 제안한 설계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본 설계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미 검증

된 Fly-Back 토폴로지를 변경하여 온열치료분야에 적용한 만큼 

기능구현이 쉽고 동작특성이 안정적이며 제조 단가가 저렴함으로 

비교적 높은 상업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전원장치 설계에 중

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측면에서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향후 온찜질, 쑥뜸 등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실험을 진

행하여 후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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