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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Development of 30W Military Grade DC-DC Converter 

for Guided Weapon and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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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high reliability 30W DC-DC converter is designed considering military standard (MIL-STD) for 

military applications such as guided weapon and aircraft. The performances and specifications of conventional military grade 

DC-DC converter are practically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military grade DC-DC converter ar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MIL-STD and analysis results of conventional product. Two isolated DC-DC converter, forward and fly-back 

converter, are designed and compared to determine topology. From experimental results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 

forward topology satisfied performances and specifications of MIL-STD for military DC-D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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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군사용 장비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에 따라 장비 내부 전

자 장치의 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도무기 및 

항공기에는 다수의 전자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주로 28V의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각각의 탑재장비가 요구하는 전압으로 변환

시키는 DC-DC 컨버터가 필요하다. 군사용 전원 장치의 경우 산

업용 DC-DC 컨버터와는 달리 항공사업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극한의 외부 조건에도 안정적인 고

신뢰성 동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도 및 진동에 대한 내환경성

이 입증되어야 하며,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신뢰성을 갖는 소형 부품의 사용이 요구된다. 특히 무인탐색기 

및 미사일 등 군용 장비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DC-DC 컨버터는 

미국 군사 규격(Military Standard, MIL-STD)을 반드시 만족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 

군사용 전원장치는 산업용 전원장치에 비해 폭넓은 동작온도 

(-55℃~125℃)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하며, 항공기 및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특성상 신뢰성, 소형 경량화, 방열특성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군사 규격을 만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군사용 DC-DC 컨버터는 요구 및 고려사항

이 많고 규격 만족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가 매우 까다롭다. 현재 

시장에는 온도에 민감한 자동차 및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넓은 동

작 온도 (-55℃∼125℃) 범위를 갖는 DC-DC 컨버터가 판매되고 

있지만 동작온도를 제외한 전기적 스펙은 모두 산업용 등급과 동

일하다[2],[3].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도특

성이 MIL-STD 규격에 만족해야 하는데 국내 생산되는 산업용 

DC-DC 컨버터는 –20℃~85℃ 내지 100℃ 내의 동작 범위만을 

보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유도무기 및 항공기에 탑재된 핵심적

인 군사용 전원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5].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MIL-STD 규격을 충족시키는 군사

용 DC-DC 컨버터의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국외에서 생산되는 군사용 전원장치의 대표적인 공급회사로는 

IR, Vicor, Gaia, Crane Electronics, Synqor, Xppower 등이 있

으며, 민수용과 군수용을 구분하여 DC-DC 컨버터를 생산한다. 

특히 신뢰성이 요구되는 군수용 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MIL-STD-704, MIL-STD-461, MIL-PRF-38534, MIL-STD-975, 

MIL-STD-1547 등의 품질기준에 준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다.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회로 설

계기술, 제어기술 및 실장기술은 유도무기 및 항공분야 뿐만이 

아니라 군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무기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며 군사용으로 개발되는 DC-DC 컨버터는 고신뢰성이 동일한 수

준으로 요구되는 우주, 의학, 원자력, 해양 등 타 산업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한기 때문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 적용중인 항공/군사용 전원장치 (ATR2805S)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선진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생산되

고 있는 외산 제품의 성능 및 특성을 파악하고 항공기(MIL- 

STD-704) 규격 및 군사용 전원장치(MIL-STD-1275) 규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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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ocument Title

Electric 

Characteristics

MIL-STD-704 Aircraft Electric Characteristics

MIL-STD-1275
Characteristics of 28V DC Electrical 

System in Military Vehicle

Test Method 

Standard 

MIL-STD-883
Test Method Standard for 

Microcircuits

MIL-STD-202
Test Method Standard for Electrical 

Component Parts

MIL-STD-750
Test Method Standard for 

Semiconductor Devices

Other 

Specifications

MIL-STD-461
Requirements for the Control of 

EMI Characteristics of Equipment

MIL-STD-781

Reliability Testing for Engineeri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MIL-STD-810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표    1 군용 탑재전자장비 관련 시험 규격 

Table 1 Military Standard Table

Division Industrial DC-DC Converter Military DC-DC Converter

Operating 
Tempe- 
rature

-40℃~100℃(Industrial Grade)

0℃~85℃(Commercial Grade)
-55℃~125℃

EMI IEC61000
CE,CS,RE,RS

(MIL-STD-461)

Electrical 
Charac-
teristic
Test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standards

Input voltage transient 

Response characteristics 

Surge& Pike Protection

(MIL-STD-704, 

MIL-STD-1275)

Environ-
ment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standards

Humidity, Salt-spray, 

Vibration, Impact

(MIL-STD-810)

표  2 산업용 및 군사용 DC-DC 컨버터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Industrial and Military DC-DC 

Converter

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DC-DC 컨버터를 군사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요구사양을 명확히 정립하며 내환경성 측면 고온, 저

온 특성을 만족하는 부품선정 및 열 해석을 수행하고 항공기 및 

유도무기의 환경규격을 만족하는 고효율 소형 30W급 군사용 

DC-DC 컨버터를 설계 및 제작한다. 제작된 군사용 DC-DC 컨버

터의 성능을MIL-STD 규격에 따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2. 군사용 DC-DC 컨버터 설계

2.1 미국 군사 규격 (Military Standard)

그림 1과 같이 유도무기 및 항공기 탑재 장비용 각각의 탑재

장비가 요구하는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DC-DC 컨버터가 필요하

며 고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용 등급 및 산업 등급과는 달

리 MIL-STD 규격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에 관련 군사 규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전원장치 관련 군사 규격으로

는 전기적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 MIL-STD-704, MIL-STD- 

1275 규격과 전력 반도체 소자 및 수동소자 부품들 관련 시험 방

법 조건을 제시하는 MIL-STD-883, MIL-PRF-38534 규격과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특성 및 내환경성 품질 기

준을 나타내는 MIL-STD-461, MIL-STD-810 등이 있다[6],[7]. 

기존 군사용 DC-DC 컨버터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사에는 이와 

별도로 이에 준하는 자체 시험 규격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키

고 있으며, 관련 규격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유도무기 및 항공기용 탑재전자 장치의 내환경 시험은 온습도 

특성, 기계적 특성, 전자파 특성에 대한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온습도 특성은 저온/고온, 저장/동작, 열충격 등이 있고 기계

적 특성은 진동, 충격시험이 있다[8].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DC-DC 컨버터는 통상적으로 보장하는 온도범위가 좁은 편이며, 

유도무기 및 항공기는 통신이나 타기기에 전자기적 장해를 유발

시키는 현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업용 EMI 규격을 준하는 

28V
Voltage Source

(Alternator or Thermal Battery)

DC/DC

DC/DC

DC/DC

DC/DC

CPU

Analog
Circuit
Digital
Circuit

CPU

Analog
Circuit
Digital
Circuit

CPU

Analog
Circuit
Digital
Circuit

CPU

Analog
Circuit
Digital
Circuit

5V

5V

5V

5V

Isolated DC/DC 
Converter

그림 1 유도무기 및 항공기의 탑재전자장비 전원 계통도

Fig. 1 Electronic power system of guided weapons and 

aircraft

DC-DC 컨버터는 고신뢰성 군사용 전원장치에 사용되기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항공사업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DC-DC 컨버

터는 고신뢰성 동작이 필요하므로 MIL-STD 규격 기반의 온도 

및 진동에 대한 내환경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제작사 기준조건을 

따르는 일반 산업용 DC-DC 컨버터와 달리 요구되는 조건이 표 

2와 같이 넓은 온도 동작 범위 등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가 매우 까다롭다. 

2.2 제품 벤치마킹 및 요구사양 정립

MIL-STD-810 규격을 적용한 내환경성 특성 시험 조건은 표 

3과 같으며, 각 내환경 특성 평가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으로 내환경 시험 전후에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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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pplication Items for Environmental Evaluation

Temperature Room-Temperature / Humidity (25±5℃, 60±20%)

Inspection time Perform the performance / Function Test within 2 hours after the Test

Environmental Evaluation Item

Temperature and humidity characteristics High Humidity / High Temperature Operation, Thermal Shock, Condensation Test etc.

Mechanical Properties Vibration and Shock etc.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ic Waves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Conduction etc.

Temperature Applied in Environmental Evaluation.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125℃

Minimum Operating Temperature -55℃

Evaluation Items of Mechanical Properties

Vibration Test Evaluation of Product Tolerance Against Vibration during Flight

Impact Test Evaluation of Product Tolerance Against Impact such as Launch Shock

표    3 MIL-STD-810 내환경성 특성 평가 항목 

Table 3 Evaluation Items of MIL-STD-810

Test Items Test Standards
Benchmarking

Products
Test Methods

Visual Inspection IPC-A-610E -
Inspect the structure and appearance for compliance with the intended 

application

Input Voltage 16V~40V 16V~40V Check whether the output is normal within the input voltage range

Set Point Accuracy
1) 4.95~5.05V(@25℃)

2) 4.90~5.10V(@-55℃~125℃)
±6mV Vin=16, 28, 40 Measure output voltage accuracy under no-load conditions

Output Current   7500mA Max Pass Vin=16, 28, 40 Measure the maximum output current under the conditions

Line Regulation
1) 20mV(@25℃)

2) 30mV(@-55℃~125℃)
±20mV

The rate of change of the output voltage when the input voltage changed

Vin=16, 28, 48VDC, Iout=0, 3000, 6000mA

Load Regulation ±50mV ±20mV
The rate of change of the output voltage when the output current changed

Vin=16, 28, 48VDC, Iout=0, 3000, 6000mA

Input Current 50mA 30mA
When the Inhibit signal is applied, the input current of the converter should 

be within the reference value

Input Ripple Current 50mAp-p 20mAp-p Ripple of input current should be within the reference value (Iout=6,000mA)

Efficiency
1) 74%(@25℃)

2) 70%(@-55℃~125℃)
83% Under rated input voltage and rated load current conditions (Iout=6,000mA)

Power Dissipation 

Load Fault

1) 12W (@25℃, Overload)

2) 9W (Short Circuit)
5W Amount of power consumed in short circuit

Output Response to 

Step Transient Load 

Change

±500mV pk(@-55℃~125℃) ±350mV
When changing from half-load (3,000mA) to full-load (6,000mA)  Measured 

Overshoot / Undershoot

Recovery Time Step 

Transient Load Change

1) 100μs (@25℃)

2) 200μs (@-55℃~125℃)
80μs

When changing from half-load (3,000mA) to full-load (6,000mA)  Measures 

recovery time

Output Response to 

Transient Step Line 

Changes

±500mV ±300mV 
Changing Input Step from 16V to 40V

Measure output voltage (Load condition is set to 7,500mA)

Recovery Time 

Transient Step Line 

Changes

10ms 3ms
Changing Input Step from 16V to 40V 

Measures recovery time (Load condition is set to 7,500mA)

Turn on Overshoot 350mV pk(@-55℃~125℃) 120mV Measure overshoot of output voltage at initial voltage input

Turn on Delay 25ms 10ms
Measure the time at which the output voltage reaches its normal value at 

initial voltage input

Isolation        

(Input, Output, Base)
500VDC / 100MOhm - Input, Output, Case Isolation voltage test

표    4 군사용 DC-DC 컨버터 제품 요구사항 

Table 4 Requirements for Military DC-DC Convert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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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절연형 DC-DC 컨버터 토폴로지

Fig. 2 Isolated DC-DC Converter Topology

야 한다. 

본 절에서는 유도무기 및 항공기 탑재장비용 DC-DC 컨버터

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군사 규격을 비교하고 적용중인 항공/

군사용 전원장치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군사용 DC-DC 컨버터를 

개발하기 위한 정량적 요구사양을 정립한다. 표 4는 기 적용중인 

30W급 항공/군사용 ATR2805S 제품 제조사에서 MIL-STD 규격

을 만족하는 성능 시험 기준을 토대로 제품 특성 파악을 위하여 

각 파라미터의 성능 수준과 오실로스코프, 전력분석기 및 챔버/

온도레코더를 이용한 실험 측정치를 나타낸다. 벤치마킹 제품의 

성능 및 특성은 MIL-STD 규격 기반의 정량적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작하는 DC-DC 

컨버터는 표 4의 MIL-STD 규격 기반 요구사양을 만족여부를 동

일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 

2.3 절연형 DC-DC 컨버터 토폴로지 선정

군사용 DC-DC 컨버터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8V 전원을 

입력으로 하는 MIL-STD-1275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탑재장비

의 독립성, 전자기적 특성, 신뢰성 및 생존성을 위하여 전원장치

의 전기적 절연을 요구한다. 따라서 절연이 가능한 DC-DC 컨버

터 토폴로지를 선정해야 하며, 그림 2는 대표적인 절연형 

DC-DC 컨버터를 나타낸다. 절연형 DC-DC 컨버터는 입력과 출

력과의 기본적인 분리의 필요성에 따라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으

며, 표 5는 각 컨버터들의 특성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그림 2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프브리지 컨버터와 풀브리지 컨버

터는 능동 스위치 소자가 2개이상 사용되며 상단 스위치를 구동

시키기 위한 절연전원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푸시풀 컨버터는 

동일하게 능동 스위치 소자가 2개 사용되며 스위치에 입력전압의 

2배가 걸리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플라이백 컨버터와 포워드 

컨버터는 능동 스위치 소자의 개수가 1개이며, 구조가 다른 컨버

터 토폴로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다[9],[10]. 

   Type

Division
Flyback Forward Push-pull Half-Bridge Full-bridge 

Number of 
Active 

Switches
1 1 2 2 4

Capacitor 
Voltage
Divider

Unnecessary Unnecessary Un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Types of 
Gate 

Drivers 
- - -

Isolated 
Gate 

Drivers 

Isolated 
Gate 

Drivers 

Circuit for 
Volt-sec 
Balance

Un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Unnecessary Unnecessary

Power
Coverage

<150
[W]

<300
[W]

150~500
[W]

150~500
[W]

>500
[W]

표    5 절연형 DC-DC 컨버터 특성 

Table 5 Isolation DC-DC Converter Characteristics

D1

LM

S1

VIN

CO
VOUT

Dzener

Dschottky

(a)

S3

LM

S4

S1

VIN

S2

CO

LO

VOUT

Cclamp

(b)

그림 3 DC-DC 컨버터 회로도 (a) 플라이백 컨버터 (b) 포워드 

컨버터

Fig. 3 DC-DC Converter Circuit Diagram (a) Flyback Converter 

(b) Forward Converte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절연형 DC-DC 컨버터 중 소형

화를 위해 크기와 간단한 구조 및 용량적 특성을 고려하여 플라

이백 컨버터와 포워드 컨버터로 선정하여 각각의 프로토타입을 

제작 후 비교 실험을 통해 최종 제품의 토폴로지를 선정한다. 

그림 3은 본 논문에 적용된 액티브 클램프 방식의 동기정류 

포워드 컨버터와 단일 스위치 플라이백 컨버터의 회로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이백 컨버터는 구조가 더 간단하

며 구성소자 개수가 작은 장점이 있다. 또한 포워드 컨버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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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자화 인덕터에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포워드 컨버터보다 

상대적으로 자화 인덕터 Lm을 작게 설계해야 하며, 출력단 인덕

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전압 스트레스가 발생하

고, 스너버 회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출력 전압 리플이 

커서 커패시터 용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변압기 잔류 자속을 해결하기 위한 스너버 회로를 제너다

이오드와 쇼트키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클램프 회로를 사용한다. 

포워드 컨버터는 스위치가 오프된 구간 동안 남은 자화 전류

를 입력 전원 측으로 반환하기 위해 리셋 권선이 필요하기 때문

에 부피가 증가하며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포워드 컨버터는 변압기에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

이백 컨버터보다 이상적에 가깝게 Lm을 크포워드 컨버터는 스위

치가 오프된 구간 동안 남은 자화 전류를 입력 전원 측으로 반

환하기 위해 리셋 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며 설계

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포워드 컨버터는 변압기에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백 컨버터보다 이상적에 

가깝게 Lm을 크게 설계가 가능하며, 출력단에 인덕터가 있기 때

문에 포워드 컨버터가 플라이백 컨버터 보다 전류 리플에서 유리

한 장점이 있다[11]. 하지만, 군사용 DC-DC 컨버터에서 요구되

는 제품 소형화를 위하여 스위칭 주파수를 높이면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손실과 전압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스

위칭 손실은 전이기간 동안 스위치의 전류와 전압이 중복됨으로

써 나타나게 된다. 또한 높은 전압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스위

치의 기생 인덕턴스 혹은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와 스위치의 기

생 커패시턴스의 공진으로 인해 노이즈가 증가하고 스위칭 소자

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포워드 컨버터는 변압기를 가지는 구조에서의 특성인 자화 인

덕턴스 전류가 발생하고 플라이백 컨버터와 다르게 자화 유도부

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원에서 출력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저장 에너지가 스위치 정지 시간 

중 배출되지 않으면, 선속 밀도 B가 누적되고 결국 변압기 코어

는 포화상태가 된다[12]. 일반적인 포워드 컨버터의 3차 리셋 권

선은 이와 같은 자성 소거 목적에 부합되는데, 동작 시간 및 자

성 소거 시간 중에 동일한 입력전압을 적용하여 한 주기부터 다

음 주기까지 완전한 코어 재설정을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온 

시간의 전압과 시간의 곱은 자성 소거 시간의 전압과 시간의 곱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총 스위치 기간은 식 1과 같으

므로, 1차측에 대해 1:1권수비를 갖는 3차 리셋 권선을 특징으로 

하는 포워드 컨버터는 50%보다 더 큰 듀티비로 동작할 수 없다

[13].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포워드 컨버터 

토폴로지에 액티브 클램프 방식과 동기정류방식을 적용하였다. 

액티브 클램프 방식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포워드 컨버터 방식과 

달리 스위치 S3, S4의 게이트 신호는 변압기의 2차 전압과 같기 

때문에 변압기 권선에서 게이트 신호를 나오게 하여 심플하게 설

계할 수 있으며,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보조 스위치를 변압

기와 접속시킴으로써 변압기의 자화 에너지 및 누설 인덕턴스 에

너지를 흡수하여 전원 측으로 회생시킬 수 있다. 또한 보조 스위

치의 도통과 전압원으로 등가화 되는 클램프 커패시터를 이용해 

변압기의 자화 에너지를 능동 리셋시킴으로써 50%이상의 듀티에

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다이오드 손실이 크게 나

타나는 리셋회로를 대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포워드 컨버터 토폴로지를 적용한 벤치마

킹 ATR2805S 제품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회

로인 플라이백 컨버터를 고전력밀도로 설계한다. 추가로 포워드 

컨버터를 액티브 클램프 방식과 동기정류방식을 적용 후 설계하

여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임으로써 고온동작에서 발열 감소 효

과를 얻도록 제작하여 벤치마킹 제품과 고온 동작 버닝 테스트를 

비교한다.

2.4 군사용 DC-DC 컨버터 시뮬레이션 검증 및 1차 Prototype 

제작

본 논문에서 제작하는 군사용 DC-DC 컨버터 프로토타입은 

발전기(Alternator) 및 열전지(Thermal Battery)로 부터 28V의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5V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전력변환장치이다. 

실험조건은 출력 30W(5V/6A)이며, MIL-STD-1275 규격을 만족

하기 위해 입력전압범위 16~40V 범위에서 항상 5V 출력을 만족

하는 정상동작을 해야 한다.

군사용 DC-DC 컨버터의 반도체 소자 및 자성체를 포함한 수

동 소자들은 일반 산업용 DC-DC 컨버터와 다르게 MIL-STD- 

750, MIL-STD-202, MIL -STD-810 규격을 고려하여 동작온도 

(-55℃~125℃) 및 내환경성 (상온/상습 25±5℃, 60±20%)을 만

족하는 소자들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트랜스포머 코어에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페라이트 소재는 고온 조건에서 인덕턴스 

변화가 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나노크리스탈(Nano-crystalline) 

및 아몰퍼스(Amorphous) 코어 등과 같은 투자율이 높고 히스테

리시스 손실이 낮으며 큐리(Curie) 온도가 높고 저온 및 고온에

서 동작 신뢰성이 뛰어난 코어를 사용해야 한다. 커패시터의 경

우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고주파에서 주파수 특성이 나쁘고 

고온 동작시 파열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라믹

(Ceramic) 소재로 만들어진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는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커패시턴스 변화가 작고 DF 

(Dissipation Factor)가 안정적이라 사용하기 적합하다[14]. 따라

서 군사용 DC-DC 컨버터의 Prototype 설계 및 제작하기 앞서, 

PSIM 써머모듈 기능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동작특성 분석 

및 효율을 측정하였다. 각 반도체 소자들과 자성체 손실 분석 결

과, 플라이백 컨버터는 비교적 높은 전압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

위칭 손실이 증가하였고 프워드 컨버터는 출력단에 인덕터의 추

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동기정류 방식 적용으로 환류구간 손실이 

감소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율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MIL-STD-1275 규격을 만족하는 Nominal 28V 전압에서 전체

적 효율은 포워드 컨버터가 88.95%로 플라이백 컨버터의 86.42%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이백 컨버터와 포워

드 컨버터 PCB Prototype은 그림 5와 같으며, 포워드 컨버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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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DC-DC 컨버터 시뮬레이션 효율 그래프 (a) 플라이백 컨버터 (b) 포워드 컨버터

Fig. 4 Simulation Graph of DC-DC Converter Efficiency (a) Flyback Converter and (b) Forward Converter

(a)                                                     (b)

그림 5 DC-DC 컨버터 1차 PCB Prototype (a) 플라이백 컨버터 (b) 포워드 컨버터

Fig. 5 Primary PCB prototype of DC-DC Converter (a) Flyback Converter and (b) Forward Converter 

Evaluation Items 
[Unit]

Value

Standard
Bench-
marking

Flyback Forward

Output Power [W] 30 30.04 30.64 30.56

Output Voltage [V] 5 5.006 5.04 5.09

Output Voltage 
Accuracy

[mV] ±50 6 40 90

Line Regulation [mV] ±20 20 ― 25

Load Regulation [mV] ±30 20~36 22~37 18~24

Ripple Voltage [mVp-p] 60 24.4 102.0 16.4

Efficiency [%] 78 83.8 84.2 86.6

Operation 
Temperature 

[℃] -55~125 -55~125 ― -20~100

Line Step 
Response

[μS] 200 165 250 180

Load Step 
Response

[μS] 200 187 500 200

표    6 MIL-STD 규격 만족 검증 

Table 6 Verification of MIL-STD Standard

출력 인덕터 부분과 전력 소자의 개수가 증가하여 플라이백 컨버

터보다 PCB 단면적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Prototype 모

두 MIL-STD-750, MIL-STD-202, MIL-STD-810 규격을 고려하

여 동작온도 및 내환경성을 보장하는 소자들로 선정하여 설계한

다. 또한 출력 전류의 리플을 줄이고, 스위치 전류의 피크값을 줄

이기 위하여 CCM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며, 절연을 위한 포

토커플러를 구동전원 5V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 보조권선 회

로를 통해 공급하지 않고 내부 IC에서 5V를 자체 공급하기 때문

에 보조전원을 위한 별도의 보조권선 없이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1차 PCB Prototype 플라이백, 포워드 컨

버터 제품과 유도무기 및 군사용 전원장치에 기 적용중인 IR社 

전력변환장치 ATR2805S(Forward) 제품을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3종류의 컨버터 성능 시험을 진행한다.

표 6은 ATR2805S 제품 제조사에서 MIL 규격을 만족하는 성

능 시험 기준을 토대로 비교한 각 파라미터의 실험 측정치를 나

타낸다. 포워드 컨버터는 출력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고 플라이백 

컨버터에 비하여 동일전력에서 출력 전압 리플이 작기 때문에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치를 만족한다. 따라서 플라이백 컨버터는 

출력 전압 리플과 로드 스텝 응답 시험에서 성능 기준치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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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DC-DC 컨버터 온도 버닝 테스트 (a) 플라이백 컨버터 (b) 포워드 컨버터 (c) 선진제품 ATR2805S

Fig. 6 Temperature Burning Test of DC-DC Converter (a) Flyback Converter and (b) Forward Converter (c) ATR2805S

Device Class Designators 

(MIL-PRF-38534 Specification for Hybrid Microcircuit)

Class K Space Applications

Class H Military Applications (Land, Sea or Air)

Case Outline (Package Types)

G 8-pin Can

H 10-pin Flatpack

Lead Finish (Termination Finish)

A Hot Solder Dip

E Gold Flash Palladium

표    7 MIL-STD 규격 SMD 항목 

Table 7 SMD item of MIL-STD standard

그림 7 Forward 컨버터 2차 PCB Prototype

Fig.  7 Forward Converter 2nd PCB Prototype

치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공인인증 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KATECH)에서 진행된 동작온도 시험 및 라인 레귤레이션 시험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후 제작할 2차 Prototype 제품군

에서 플라이백 컨버터는 제외한 포워드 컨버터만 제작한다. 

MIL-STD-883B 규격에 해당하는 온도 사이클 시험에서 포워

드 컨버터는 기준치(-55℃~125℃)를 만족하지 못하고 챔버온도 

100℃를 넘길 시 PCB Prototype 표면 납땜으로 마운트된 저항

소자들이 온도가 상승하여 출력전압이 상승함으로써 정전압 출력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림 6은 열관측 장비(Thermal Imager)를 이용하여 ATR2805S 

벤치마킹 제품과 제작한 플라이백, 포워드 컨버터를 30W(5V/6A) 

부하 조건에서 방열판(Heatsink) 및 외부 냉각장치 없이 30분 정

도 온도 버닝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선진제품 

ATR2805S를 포함한 세 제품 모두 10분 정도 경과하면 변압기 

부분을 포함하여 컨버터 온도가 100℃를 넘어서기 시작하며 온

도포화상태에 다다른다. 실제 군사용 DC-DC 컨버터 제품은 방열

판을 포함한 상태로 전원부에 부착되기 때문에 실제 온도 버닝 

테스트 결과는 좀 더 낮은 온도로 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5 군사용 DC-DC 컨버터 포워드형 2차 Prototype 제작

군사용 및 우주항공기에 탑재되는 초소형 전원장치들은 외관 

패키지 타입 및 마감처리가 미 정부가 요구하는 Standard 

Microcircuit Drawing(SMD)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SMD 규격은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MIL-PRF-38534 규격과 MIL-STD-883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초소형 회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유도무기 및 항공기용 DC-DC 컨버터는 

SMD 규격 Class H에 해당하며, 30W급 Nominal 입력전압 28V, 

출력 5V의 소형 DC-DC 컨버터는 패키지 타입이 Case Outline H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SMD 규격 Class H 조건에서는 DC-DC 컨

버터의 마감처리를 Lead Finish E 타입이 요구된다[15].

그림 7은 SMD 규격을 고려하고 레귤레이션 특성을 높이기 위

해 제어상수를 튜닝하고 출력 커패시터 및 자성체 수동 소자들의 

부피를 최소화 하여 재설계한 2차 포워드 컨버터 PCB Prototype

을 나타낸다. 군사용 DC-DC 컨버터 정량적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다시 2차 포워드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1차 포워드 컨버터 

PCB Prototype 제품이 만족하지 못한 출력전압 정밀도와 라인 

레귤레이션 항목을 만족하는 것을 표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도계수℃ 


×


×  (2)

저항치변화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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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키징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예시

Fig. 9 Examples of Semiconductor Packaging Technology

Evaluation Items 
[Unit]

Value

Standard
Bench-
marking

Forward

Output Power [W] 30 30.04 30.56

Output Voltage [V] 5 5.006 5.02

Output Voltage 
Accuracy [mV] ±50 6 20

Line Regulation [mV] ±20 20 20

Load Regulation [mV] ±30 20~36 18~24

Ripple Voltage [mVp-p] 60 24.4 16.5

Efficiency [%] 78 83.8 87.2

Operation Temperature [℃] -55~125 -55~125 -30~105

Line Step Response [μS] 200 165 175

Load Step Response [μS] 200 187 200

표    8 MIL-STD 규격 만족 검증

Table 8 Military Standard Table

4.9

4.92

4.94

4.96

4.98

5

5.02

5.04

5.06

5.08

5.1

-6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출
력
전
압
[V
]

온도 [℃]

100ppm 저항기

60ppm 저항기

-50mV

+50mV

그림 8 온도에 따른 저항치 변화율 예시 (Ta=20℃)

Fig. 8 Example of resistance rate change with temperature

℃

    × 




  (4)

DC-DC 컨버터에 들어가는 수많은 저항기들은 각각 고유의 

저항 온도 계수라는 변화율을 갖으며, 식 (2)와 (3)을 토대로 주

변 온도 변화에 따라 내부의 저항치가 변화하여 저항값의 오차가 

발생한다[16]. 따라서 DC-DC 컨버터의 정전압 제어를 위한 출

력전압 분압회로의 센싱용 저항기들은 신뢰성이 높아야 하기 때

문에 주변 온도변화에 강인한 소자들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림 8은 2차 포워드 컨버터 PCB Prototype 제품에 부착된 

100ppm/℃를 갖는 저항기의 온도 계수에 의한 저항치 변화율이 

야기하는 출력전압 변동을 나타낸다. 실험에서 측정한 Prototype 

제품의 가능 동작범위 -30~105℃와 유사하게 100℃ 부근에서 

출력전압이 5.06V를 넘어서면서 MIL-STD-704 규격을 만족하는 

출력 전압 범위 ±50mV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사용 전

원 장치에 사용되는 저항기는 주변 온도가 변하더라도 고유의 저

항값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식 (4)를 토대로 저항 온도계수가 

60ppm/℃ 이하의 낮은 정밀한 저항기를 선정하거나 직접 기판에 

저항값을 레이저 프린팅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향상

시켜야한다.

본 논문에서 군사용 DC-DC 컨버터로 설계한 포워드 컨버터 

2차 Prototype은 1차 Prototype과 마찬가지로 MIL-STD-883B 

규격에 해당하는 온도 사이클 시험에서 포워드 컨버터는 기준치 

(-55℃~125℃)를 만족하지 못하고 챔버온도 105 ℃를 넘길 시 

PCB상 SMD타입 저항소자들이 온도가 상승하여 출력전압이 상승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기존 PCB 보드를 세라믹 등의 온

도에 강인한 기판으로 대체하고 저항을 레이저 프린팅하여 기판

과 부품의 일체화하는 기술 등을 고려하고, 그림 9와 같이 직접 

기판에 반도체를 와이어로 실장 패키징 작업 등을 구현하여 

DC-DC 컨버터 소형화 작업 진행 및 과열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

다. 또한 MID-STD-810 내환경성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동 및 습도 관련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MIL-STD-461 규격

에 준하는 EMI 추가 테스트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무기 및 항공기 탑재장비용 30W급 군사용 

DC-DC 컨버터를 설계하기 위한 전원장치 규격 조건을 미국 군

사 규격 및 기존 군사용 DC-DC 컨버터 실제품의 성능을 토대로 

요구사양을 적립하였다. MIL-STD 규격에 준하는 사양을 만족하

는 DC-DC 컨버터를 설계하여 기존 군사용 DC-DC 컨버터와 성

능을 비교 하였고, 각각의 MIL-STD 규격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

다. SMD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제품 패키지 개선과 MID- 

STD-810 내환경성 및 MIL-STD-461 EMI 테스트를 추후 진행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립한 군사용 DC-DC 컨버터 

설계 정량적 요구사항은 고신뢰성을 갖는 소형 DC-DC 컨버터를 

설계 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기존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도무기,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군사용 

DC-DC 컨버터를 논문에서 개발한 DC-DC 컨버터가 대체할 수 

있다면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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