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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공진형 컨버터 제어시스템 설계

Design of Control System for LLC Resonant Converter

김의현*, 안현식**

Eui-Hyun Kim*, Hyun-Sik Ah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은 이점을 갖고 있는 LLC 공진형 컨버터에 대하여 선형화된 수학적 
모델을 정립하고 디지털 제어기 설계 과정을 제안한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비선형 모델에 대하여 EDF(Extended 

Describing Function) 기법을 도입하여 비선형성을 선형 근사화시킨 선형 소신호 모델을 정립하고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기 계수를 선정하 으며 연속시간 제어기를 디지털 제어기로 변환하여 용한다. 유도된 선형 소신호 모델에 기

반하여 압 제어기를 설계하고, MATLAB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한, 부하 변화  모델링 오차

를 고려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LLC 공진형 컨버터에 해 설계된 압 제어기의 타당성  제어성능을 분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gital controller design methodology for an LLC resonant converter 
which has been widely used due to the advantages of low switching loss and high efficiency. We establish a 
mathematical model of an LLC resonant converter using the extended describing function concept and propose a 
controller design method based on the Ziegler Nichols control parameter tuning criteria. The voltage controller of 
an LLC resonant converter is designed based on the derived small signal model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is verified by MATLAB simulations. The validity and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designed voltage 
controller for the LLC resonant converter is analyzed through some simulations for the case of load variations 
and circuit modeling errors.

Key Words : LLC resonant converter, Nonlinear system, EDF(Extended Describing Function), Small signal model, 
Ziegler Nichols, Digital controller

Ⅰ. 서  론

최근 사회  요구에 따라 기자동차의 보 이 확

되고 있는 바 배터리 련 기술,  모터설계 기술  고성

능 충 장치 기술개발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차량 탑재형 충 기는 범 한 출력 압을 낼 수 있으

며 고성능  고효율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일반 인 

PWM 기법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DC-DC 컨버터의 력 

스 치들은 하드 스 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높은 스

칭 손실과 자  간섭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형태의 공진형 컨

버터들이 제안되었다. 공진형 컨버터는 압 스 칭 

조건에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으로 스 칭 손

실을 제거할 수 있으며, 넓은 출력 압 범 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 으로 하드 스 칭 컨버터보

다 효율이 높아 기자동차의 탑재형 배터리 충 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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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형 컨버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3].

PWM 컨버터의 경우 DC 성분만 고려되기 때문에 스

칭 고조  성분이 무시되므로 상태 공간 평균화 기법

을 용하여 컨버터의 모델링 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

태 공간 평균화 기법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모델링 차

를 수행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지만, LLC 공진형 컨버터

의 경우 공진 인덕터 류, 공진 캐패시터 압 그리고 

자화 인덕터 류가 고조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LLC 컨버터의 고유 주 수가 스 칭 주 수의 근방

이 되어 상태 공간 평균화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링 차

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모델

링 차는 Extended Describing Function(EDF) 기법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MATLAB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

여 소신호 달함수를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DC-DC 컨버터로 LLC 공진형 컨버터

를 선정하여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 압에 한 제

어기를 설계하고 검증한다. EDF 기법을 기반으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링 수식을 정립하며, 도출

된 소신호 모델링 수식을 이용하여 Ziegler Nichols 방법

으로 출력 압 제어기를 설계한다. 한, 이를 이산시간 

역으로 등가 변환하여 디지털 제어기 달함수를 구한

다. MATLAB 시뮬 이션 툴을 통해 설계된 압 제어

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Ⅱ. LLC 공진형 컨버터의 구조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도는 그림 1과 같으며, 직

류 압을 입력으로 받아 다른 압의 직류 원으로 변

환하는 DC-DC 컨버터이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메인 

스 치는 MOSFET Q1과 Q2로 구성되며, 하나의 스 칭 

주기 동안 교차 으로 각각 50%의 시비율로 동작한다. 

한 압 스 칭이 가능하도록 데드타임이 존재한다. 

LLC 컨버터의 공진 탱크는 설 인덕터 과 자화 인덕

터  , 그리고 공진 커패시터 로 이루어져 있다. 출

력 정류기는 변압기의 2차측 권선에 연결되어 있는 다이

오드   로 구성되며, R은 출력 등가 항이다. R에 

걸리는 출력 압 는 스 칭 주 수 를 제어함으

로써 조 할 수 있다[4].

그림 1.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도
Fig. 1. Circuit diagram of LLC resonant converter

Ⅲ. LLC 공진형 컨버터의 모델링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 압 제어기를 설계하기 

해 LLC 공진형 컨버터의 수학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PWM 컨버터의 경우 주 의 제어 신호와 력 

제어를 한 고주 의 스 칭 주 수 차이가 상 으로 

크므로 상태 공간 평균화 기법을 용하여 PWM 컨버터

를 선형화하여 주 수 응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LLC 

공진형 컨버터의 경우 LLC 컨버터의 고유 주 수가 스

칭 주 수 근방이므로 상태 공간 평균화 기법을 사용

하여 소신호 모델링 차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LLC 공진형 컨버터의 경우 EDF를 이용하여 모델링 

차를 수행하며, 이 에 나오는 7단계의 차를 거쳐 상

태 공간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통해 스 칭 주 수에 따

른 출력 압에 한 달함수를 구한다[5]~[8].

1. 비선형 상태 방정식

LLC 공진형 컨버터의 등가회로는 그림 2와 같다. 등

가회로에 따라 각 상태 변수들에 한 비선형 상태 방정

식은 키르히호 의 법칙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식 

(1)∼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 식에서 

    그리고 는 LLC 공진형 컨버터의 상

태 변수이며, 는 출력 변수이다[9].

그림 2. LLC 공진형 컨버터의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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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조파 근사화

LLC 공진형 컨버터가 정상상태에서 동작할 때, 공진 

탱크 구성 요소들의 형은 거의 정 가 된다. 이러한 

주기 인 함수는 푸리에 수를 통해 사인과 코사인의 

삼각 수로 개할 수 있으며, 첫 번째인 기본 고조  성

분만으로 근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진 탱크 구성 요

소인 설 인덕터, 공진 커패시터, 자화 인덕터를 사인과 

코사인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6)∼식 (8)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한, 공진 탱크 구성 요소의 미분도 

식 (9)∼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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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ended Describing Function

EDF 기법은 LLC 공진형 컨버터를 모델링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학  방법이다. EDF를 기반으로 비

선형 요소인 ,  , 그리고 를 기본 고조

 성분 는 DC 성분으로 근사화시킬 수 있으며, 식 

(12)∼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 ≈       

                   (13)

≈                  (14)

함수    ,           

   그리고      

를 EDFs 라고 부르며, d는 50%로 고려된 컨버터 스 치

의 시비율이다. 한, 는 변압기의 1차 측에 흐르는 

류이며, 는 설 인덕터의 류 피크치로 

       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DF 값은 푸리에 확장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식 (15)∼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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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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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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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조파 균형

고조  균형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정상상태 응답

을 구하기 해 사용되는 주 수 역 방법이며, 일반

으로 비선형 요소가 포함된 회로를 실험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고조  균형은 3.3 에서 구한 식을 고조  근사

화가 용된 비선형 상태 방정식에 입하여 얻을 수 있

으며, 식 (19)∼식 (2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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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상태 동작점

정상상태에서, 상태 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상수 값이므로 상태 변수의 1차 미분 값은 0이 된다. 

동작 을 구하기 해 고조  균형으로 구한 식에 미분 

값을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정상상태에서의 상태 변수 값

을 구할 수 있으며 식 (27)∼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1차 측에서 바라본 등가 부하 항으로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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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9)

     (30)

   (31)

   (32)




 


×  (33)

정상상태에서, 상태 변수 값(  

  )을 구하기 해서는 에서 구한 식

을 행렬 형태로 변환한다. 식 (27)∼식 (32)에서 좌측 항 

, 상태 변수들을 Y행렬(6×1)로 나머지 라미터들을 

X행렬(6×6)로 변환하고 우측 항을 U행렬(6×1)로 변환

하면 X ×  Y = U의 식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상태 변

수는 Y =   ×  U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6. 교란 및 선형화

교란  선형화 단계에서는, 정상상태 동작 에 

          

    등과 같이 소신호 교란을 추가하여 

LLC 공진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을 얻을 수 있으며 수식

을 정리하면, 식 (34)∼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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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선형화된 수식에서 수식의 복잡성을 이기 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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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같이 치환되었으며, 는 

LLC 공진형 컨버터의 정규화된 스위칭 주파수로 

  


(는 스위칭 주파수, 는 공진 주파수)

와 같이 정의된다.

7. 상태 공간 모델

상태 공간 표 법은 1차 미분 방정식과 련된 입-출

력  상태 변수의 세트와 같은 물리  시스템의 수학  

모델이다. 따라서 상태 공간 표 법은 다  입-출력을 가

진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분석하기 한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공한다. 상태 공간 방정식을 구하기 해서는 

에서 구한 식을 행렬 형태로 변환한다. 식 (34)∼식 

(40)에서 상태 변수들(




)의 

계수는 A행렬(7×7)로 입력 변수( )의 계수는 B행렬

(7×1)로 식 (41)에서 상태 변수들의 계수를 C행렬(1×7)로 

변환하게 되면 


    의 식

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소신호 달함수는 표 (1)의 하

드웨어 설계 사양을 용한 행렬들로부터 




      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항목 값 단

입력 압,  400 V

출력 압,  18 V

공진 주 수,  100 kHz

스 칭 주 수,  60 ∼  250 kHz

설 인덕터,  650 H

자화 인덕터,  1.3 mH

공진 커패시터,  3.9 nF

변압기 턴 비, n 14 -

등가 ESR, r 60 m
출력 부하 항, R 2.83 

표 1. 하드웨어 설계 사양
Table 1. Hardware design specification

Ⅳ. 출력 전압 제어기 설계 및 검증

1. 출력 전압 제어기 설계

LLC 공진형 컨버터의 디지털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

정은 3장에서 유도한 소신호 달함수를 기반으로 연속

시간 역에서 제어기를 설계한 후, 이산시간 역으로 

등가 변환하여 디지털 제어기를 구 한다. 출력 압 제

어기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I 형태의 제어기

를 사용한다. 일반 으로 PI 제어를 하기 해서는 제어 

상 시스템을 해석하여 모델링한 후 모델에 합한 P, 

I 게인 값을 선정하게 되지만 모델링하기 어려운 제어 

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게인 값을 선정하기 어렵다.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모델링하는 과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게인 값 조율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성을 가진 LLC 공진형 컨버

터의 PI 제어기를 조율하기 해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한다. Ziegler Nichols 방법은 2가지이며, 로세스 

반응곡선(process reaction curve)을 보는 방법과 임계 

민감도 방법(ultimate sensitivity method)으로 나뉜다. 

로세스 반응곡선을 보는 방법은 시스템이 안정한 경우

에 로세스의 단  계단 응답을 얻는 것이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로세스의 단  계단 응답은 발산하

게 되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임계 민감도 방법은 

안정한계에서 시스템 진동의 진폭과 주 수 평가에 기

를 둔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 시스템이 안정한계

가 될 때까지 즉, 로세스의 극 이 허수축 상에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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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비례 게인을 증가시키면 구동기 포화에 의해 제

한된 진폭으로 지속 인 진동이 시작된다. 따라서 비례 

게인에 따른 로세스의 극 이 허수축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델링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근궤 은 그림 3과 같으며 7개의 극  

 2개의 극 이 우반면에 존재하며 게인 값에 따라 허수

축 상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LLC 컨버터의 출력 

압 제어기 설계는 Ziegler Nichols의 두 번째 방법인 임

계 민감도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Ziegler Nichols 방법

은 실제 로세스에 단  계단 응답을 얻는 실험이기 때

문에 응답이 발산하게 되면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과 같은 로세스의 경우 비례 게인을 0에서

부터 증가시키면 극 이 우반면에 치하게 되어, 응답

이 발산하게 된다. 따라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게 되는 

당한 게인 값에서부터 변화시키면서 극 이 허수축에 

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3. LLC 공진형 컨버터의 근궤적
Fig. 3. Root Locus of LLC resonant converter

임계 민감도 방법에서 비례 게인은 임계 게인 

K(ultimate gain)로, 진동하는 주기는 임계 주기 

P(ultimate period)로 정의되며 그림 4를 통해 임계 게인 

 임계 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임계 게인  임계 주기

는 진동의 진폭이 가능한 한 작을 때 측정되어야 하며, 

그 때 측정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와 같이 시스

템이 안정한계가 되어 제한된 진폭으로 지속 인 진동이 

발생하게 될 때 그림 4의 비례 게인 값으로 임계 게인 K

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때 진동하는 주기로 임계 주기 P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 5를 통해 구한 K, P 값을 표 (2)

인 한계 민감도 방법에 기 한 Ziegler Nichols 조율표에 

용하여 최 화된 조율 라미터들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제어기 항들은    

와 같이 정의

된다[10].

그림 4. 임계 민감도 방법
Fig. 4. Ultimate sensitivity method

그림 5. 임계 민감도 방법이 적용된 시뮬레이션
Fig. 5. Simulation using ultimate sensitivity method

제어기 형태   
P 0.5×K - -

PI 0.45×K P/1.2 -

PD 0.8×K - P/8

PID 1.6×K 0.5×P 0.125×P

표 2. 한계 민감도 방법에 기초한 Ziegler Nichols 조율표
Table 2. Ziegler Nichols tuning table based on 

ultimate sensitivity method

2. 출력 전압 제어기 검증

PI 제어기를 포함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해석은 

MATLAB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해

석을 한 압 제어기 블록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압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모델링한 LLC 공

진형 컨버터에 설계된 제어기를 용하고 스텝 응답을 

확인한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 압이 스텝 입력

인 기  압(18V)을 추종하는 것을 시뮬 이션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8은 압 

제어기 출력의 시뮬 이션 형으로 약 2.5에서 시작하

여 0.6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 제어기의 

출력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입력으로 정규화된 스 칭 

주 수(  


 


)이다. 공진 주 수()는 100kHz이

며, 스 칭 주 수( )는 약 250kHz∼60kHz 이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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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된 스 칭 주 수는 약 2.5∼0.6으로 제어된다. 이를 

통해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한 압 제어기 설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PI 전압 제어기 블록도
Fig. 6. PI voltage controller block diagram

그림 7. LLC 공진형 컨버터 출력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Fig. 7. LLC resonant converter output voltage

control simulation

그림 8. 전압 제어기 출력 시뮬레이션
Fig. 8. Voltage controller output simulation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하여 연속시간 역에서 

제어기를 설계한 이후, 디지털 제어기를 구 하기 해

서는 이산시간 역으로의 등가 변환이 필요하다. 설계

된 연속시간 역에서의 PI 제어기 달함수는 식 (42)와 

같다. 연속시간을 이산시간으로 변환할 수 있는 Tustin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시간 역에서의 PI 제어기 달함

수를 구할 수 있으며 식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

기서 는 비례항, 는 분항이다.




  

 (42)




 

 




  

                  




(43)

3. 부하 변화에 따른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부하 변화에 따른 출력 압 제어 시뮬 이션을 통해 

압 제어 성능을 확인한다. 그림 9는 부하 변화에 따른 

압 제어 시뮬 이션으로 부하의 변동이 있어도 출력 

압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하의 변화는 부

하 항 R 값을 조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림 9(a) 와 

9(b)는 부하 항 값을 2.83에서 각각 0.5와 20으로 설정

한 것이며, 부하 변화는 0.1 에서 발생하 다. 식 (5)를 

통해 부하 변화에 따른 압 강하  압 상승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며, 부하 항 값이 0.5일 때 약 1.59V 크기

의 압 강하가 발생하고 부하 항 값이 20일 때 약 

0.31V 크기의 압 상승이 발생한다. 부하 변화에 따라 

압 강하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출력 압이 제

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어기 설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 부하 항 값이 0.5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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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하 항 값이 20일 경우

그림 9. 부하 변화에 따른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Fig. 9. Voltage control simulation according to

the load variation

4. 모델링 오차를 고려한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모델링 오차는 실제 상과 실험모델 는 수학 으

로 표 되는 모델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다. 수학 으로 

표 되는 모델에 있어서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가정  불확실성으로 모델링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LLC 공진형 컨버터에 사용되는 여러 상

태 변수들  인덕턴스는 류에 따른 자속의 비로써 그 

기울기 값에 해당하며, 인덕턴스 그래 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류에 따른 기울기 값이 일정하지

가 않다. 하지만 LLC 공진형 컨버터를 모델링하는 과정

에서 인덕턴스는 하나의 값으로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

에 모델링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델링 오차를 고려

하기 해 상태 변수들  하나인 설 인덕턴스 값에 ±

10%를 용하여 비교하는 시뮬 이션을 진행한다. 그림 

10은 모델링 오차를 고려한 출력 압 제어 시뮬 이션

을 나타내며, 기존의 설 인덕턴스로 모델링하여 압 

제어를 하는 경우의 출력 압을 빨간색( 간)으로, ±

10%를 용한 설 인덕턴스 경우는 각각 보라색( ), 

록색(아래)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1은 기존 설 인덕

턴스의 경우와 기존에서 10%를 더한 설 인덕턴스 경

우의 압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인덕턴스 값의 차로 인해 

반에 차이를 보이지만, 18V로 제어됨에 따라 그 차이

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델링 오차

가 발생하더라도 압 제어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모델링 오차를 고려한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Fig. 10. Voltage control simulation considering

modeling error

그림 11. 모델링 오차를 고려한 전압 차 시뮬레이션
Fig. 11. Voltage difference simulation considering

modeling erro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탑재형 충 기의 DC-DC 컨버터

로 LLC 공진형 컨버터를 선정하 으며, 이공진형 컨버

터의 출력 압제어를 한 디지털 제어기를 설계하고 

성능을 검증하 다. EDF 기법을 기반으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이 유도되었으며, Ziegler Nichols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기 계수를 선정하 다. 한, 이를 

이산시간 역으로 등가 변환하여 디지털 제어기 달함

수를 구하 다. 설계된 제어시스템을 MATLAB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압 제어기 설계가 

효과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한 부하 변화 

 모델링 오차를 고려한 경우에도 출력 압이 히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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