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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위치 패턴을 적용한 전류원을 갖는 DC/DC 컨버터

The DC/DC Converter having the current source applying 
the new switch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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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high-level of the industrial and information age, the electricity become the 

indispensable element in the daily life including OA, FA, and computer, electric home 

appliances, and etc. In particular, The continuous use of the high capacity power 

supply system by applying a Switching Mode Power Supply(SMP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secondary side output terminal of the power load of the refrigerator of 

the home appliance or automation of the plant is pressed. The purpose using the way 

with this kind of high-capacity altogether is to supply the output voltage and output 

current regardless of the input voltage or to the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secondary-side load fluctuation. 

In this paper, a combination of a Buck Converter with Boost Converter by making 

a constant current source to control the inductor current and maintain stable power 

supply side operating characteristics, when load variations. While maintaining the same 

characteristics as conventional Buck Converter, and offer a DC-DC Converter system 

with the new switch pattern having a wide output range capable of operating in 

Buck-Boost Converter. In addition, after theoretical analysis, we carry out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o verify the validity and performance comparing with a conventional 

DC-to-D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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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전력전자 시스템은 고품질의 작고 가벼

우며 확실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필요로 한다. 

작동의 원칙이 전압이나 전류의 디바이더(divider)

에 기초를 두고 있는 linear power regulator(직

선 전력 조정기)는 비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linear 

power regulator가 입력전압보다 더 작은 출력전

압에 한정되어 있고 저주파(50 또는 60Hz)의 선 

변압기(line transformer)와 필터를 필요로 해서 

전력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

는 주요부분은 낮은 전력 level에서 이다. linear 

regulator에 있어서 전자장치는 활성모드에서 작

동된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전력에서는 스위

칭 조정기(switching regulator)가 사용된다. 스위

칭 조정기는 ON과 OFF 상태에서 전력전자 반도

체 스위치를 사용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력소모

가 작기 때문에(ON 상태에서 스위치 맞은편에는 

낮은전압, OFF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통과하는 전

류는 영(zero)이다.) 스위칭 조정기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벅 컨버터와 부스트 컨버터의 

결합으로 인덕터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스

위칭 패턴을 적용하여 인덕터에 걸리는 주파수가 

스위칭 주파수에 비해 두 배가 되는 구조로 제안

하였다. 또한 출력전압의 동특성을 개선시키기 위

해 인덕터 전류를 전류원으로 제어함으로써 부하

변동에 대하여 전류의 오버슈트를 줄여 안정된 전

원단 동작특성을 유지하여 커패시터의 용량을 줄

일 수 있고 벅-부스트 컨버터로 동작이 가능한 넓

은 출력범위를 갖는 DC/DC 컨버터의 스위치 방

식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의 검증 및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SI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2. 본 론

2.1 제안된 DC/DC 컨버터 구성

제안된 DC/DC컨버터는 하나의 인덕터를 이용

하여 벅-컨버터와 부스트-컨버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이다.[4] 그림 1을 살

펴보면, DC 입력 전압원 Vi, 제어를 위한 스위치 

SU⋅SD, 환류 다이오드 D1⋅D2, 인덕터 L, 커패시

터 C, 부하저항 R로 이루어져 있다.[5] 제안된 

DC/DC컨버터는 스위치 SD를 OFF한 상태에서 스

위치 SU가 스위칭 동작을 하면, 다이오드 D1을 이

용하여 시비율 Dbuck에 대한 벅 컨버터로 동작을 

한다. 스위치 SU가 ON이 된 상태에서 스위치 SD

를 스위칭 동작을 시키면, 시비율 Dboost에 대한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을 하고 스위치 SU와 SD를 

동시에 스위칭 제어하면 시비율 Dbuck과 Dboost를 

갖는 벅-부스트 컨버터로 동작을 하게 된다. 따라

서 제안된 DC/DC컨버터는 기존의 벅-부스트와 

동일한 전압가변 범위를 가지게 되며,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스위칭 주파수 fsw에 비해 인덕터의 

전류리플 주파수가 2배인 2fsw가 된다. 이러한 특

징은 인덕터의 주파수가 기존의 DC/DC 컨버터의 

인덕터에 비해 2배의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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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인덕턴스와 전류 리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2.2 제안된 DC/DC 컨버터 모드별 분석

제안된 DC/DC컨버터는 스위치 SU와 SD의 ON⋅
OFF 동작에 대하여 4가지 모드로 분석하였다.

MODE 1:

그림 2의 모드 1은 스위치 SU가 ON, SD가 

OFF가 되었을 때의 등가회로이다. 

다이오드 D2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입력전

류 iS는 다이오드 D2를 통하여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인덕터 전류의 전류는 입력전압과 출력

전압의 크기에 의해 제어된다. 출력전압이 입력전

압보다 작으면 인덕터의 전류 iL은 증가하고, 출력

전압이 입력전압보다 크면 감소하게 되며, 출력전

압과 입력전압이 동일하면 일정하게 흐르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MODE 2:

모드 2에서는 스위치 SU가 ON, SD가 ON이 되

며 그림 3에서 나타내고 있다.

다이오드 D1, D2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입

력 전류는 iS는 부하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인덕터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인덕터 전류 iL은 일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며, 커패

시터 C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하에 전달된다.

MODE 3:

그림 4의 모드 3은 스위치 SU가 OFF, SD가 

ON이 되었을 때의 등가회로이다. 

다이오드 D1이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휠링

(wheeling) 모드가 되며, 이 때 인덕터 전류 iL은 

Fig. 1 The proposed DC/DC converter circuit
Fig. 2 MODE 1 : SU - ON, SD – OFF

Fig. 3 MODE 2 : SU - ON, SD – ON Fig. 4 MODE 3 : SU - OFF, SD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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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x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게 되고 커패

시터 C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하에 전달된다.

MODE 4:

모드 4에서는 스위치 SU가 OFF, SD가 OFF이 

되며 등가회로는 그림 5와 같다.

Fig. 5 MODE 4 : SU - OFF, SD – OFF

다이오드 D1, D2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인

덕터 L에 저장 된 인덕터 전류 iL은 부하로 에너

지를 전달되고 인덕터 전류 iL은 일정한 기울기로 

감소하게 된다.

2.3 제안된 DC/DC 정상상태 해석

제안된 DC/DC 컨버터에서 인덕터 L과 커패시

터 C가 이상적으로 매우 크다고 가정하면, 정상상

태에서 인덕터 L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커패

시터 C 양단에는 일정한 전압 걸리게 된다. 그러

나 실제의 경우 내부 기생성분과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인덕터 L과 커패시터 C는 이상적이지 않

기 때문에 인덕터 전류 iL이나 출력 전압 VO에는 

리플성분이 포함된다. 따라서본 논문에서 제안된 

DC/DC컨버터 정상상태 해석을 위해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이상적이라 가정하고, 리플성분을 포

함한 인덕터 전류 iL을 구하고, 인덕터 전류 iL의 

리플성분에 의한 출력전압 vO에 대한 정상상태 해

석을 하였다.[6] 

스위치 SU과 SD의 동작에 대한 컨버터가 시비

율 D1과 D2로 스위칭 될 때, 입력전류 iS, 인덕터 

전류 iL, 다이오드 도통 전류 iD1과 iD2, 인덕터 전

압 vL의 파형은 그림 6과 같다. 

제안된 회로에서 인덕터 전류 해석을 위하여 

그림 2의 스위치 SU: ON, SD: OFF 될 때, 출력

전압과 입력전압이 동일하여 인덕터 전류 iL은 증

가 또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른다고 가정하

였다. 또한 스위칭 주기는 두 개의 스위치의 스위

칭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Fig. 6 Waveform of each part of the proposed 

DC/DC Converter

그림 3에서 스위치 SU와 SD가 ON일 때, 인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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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iL과 인덕터 전압 vL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컨버터의 스위칭 주기가 T일 때, 스위치 SU와 

SD가 ON되는 구간 동안, 컨버터 등가회로의 인덕

터 전압 vL은 입력전압 Vi와 같으므로, 식 (1)에서 

인덕터 전압 vL에 입력전압 Vi를 대입하면 인덕터 

전류 iL의 기울기는 식(2)와 같이 구해진다.






   (2)

식 (10)의 인덕터 전류 iL은 그림 6과 같이 스

위치 SU가 ON, SD가 OFF상태에서 최소값 Imin이 

되며, 인덕터의 전류는 식 (2)와 같은 기울기로 증

가한다. 그리고 스위치 SU가 OFF, SD가 ON상태

가 되면 최대인 Imax로 증가한다. 식 (2)에서 스위

치 SU와 SD가 ON이 되는 구간 동안 인덕터 전류 

iL의 상승분은 다음의 식 (3)과 (4)와 같다.






∆


∆
 

   (3)

∆  

   (4)

식 (4)에서 인덕터 전류 iL의 상승분 ΔiL는 

Imax-Imin과 같으므로, 대입하면 식을 정리하면 식 

(5)와 같다.

maxmin 

   (5)

그림 5에서 스위치 SU와 SD가 OFF가 되는 구

간 동안 인덕터 전압 vL은 다음과 같다.

    (6)

인덕터 전류 iL과 인덕터 전압 vL의 관계는 식 

(1)과 식 (6)에서 인덕터 전류 iL의 기울기는 다음

과 같다.






    (7)

정상상태에서 출력전압 vO는 항상 영(zero)보다 

크므로 식 (7)의 기울기는 음(negative)이 된다. 

따라서 인덕터 전류 iL은 스위치 SU는 OFF, SU는 

ON되는 구간에서 최대인 Imax가 되며, 이후 식 

(7)의 기울기로 감소하여 스위치 SU는 ON, SD는 

OFF되는 구간에는 최소값인 Imin이 된다.

식 (7)에서 출력전압 vO 리플성분이 커패시터 

C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 출력전압 vO는 일정한 

직류전압 VO가 된다. 따라서 인덕터 전류 iL의 감

소분은 식 (8)과 같다.

maxmin 
  (8)

정상상태 동작에서 한 주기 동안 인덕터 전류

의 변화량은 영(zreo)이므로, 인덕터 전류 iL의 상

승과 하강에 대한 식 (5)와 식(8)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출력전압의 평균값 VO에 대한 관계식을 구

할 수 있다.




 


    (9)

식 (9)를 VO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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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의 결과, 제안된 DC/DC컨버터는 시비

율 D1과 D2에 의해 승압과 강압이 되는 구조이

고, 기존 벅-부스트 컨버터의 입⋅출력전압 관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압의 

극성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안된 DC/DC 

컨버터는 출력전압의 극성이 바뀌지 않으며 연속

적인 출력전류를 갖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스

템의 내압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시스템 구성 및 실험 결과

3.1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스위치 패턴을 적

용한 넓은 출력범위(감압 또는 승압)을 갖는 

DC/DC 컨버터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PSIM을 이

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회로를 분석하였다. 그

림 7은 PSIM 에서 구성한 제안된 DC/DC컨버터 

시뮬레이션 회로이다.

Fig. 7 PSIM schematic

회로구성은 DC/DC 컨버터부와 C언어로 구성

된 DLL제어부, 출력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센서부

로 구성되어있고, 표 1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값

이다. 

입력전압 100[V]

인덕턴스 3.0 [mH]

커패시터 400 [uF]

부하저항 17∼30 [Ω]

인덕터전류 Imax 40 [A]

스위칭주파수 30 [kHz]

Table 1. Prototype production parameters

그림 8은 제안된 DC/DC컨버터가 벅-모드로의 

동작을 하였을 때의 결과파형이다. 

Fig. 8 Each waveform in buck mode

Fig. 9 Magnification waveform of load current 

and switch pattern in bu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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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첫 번째 결과 파형을 살펴보면, 입

력전압 100[V]에서 전압제어 지령치 Vref를 50[V]

로 설정하였을 때, 출력전압 50[V]로 출력전압이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인덕터 

L에 흐르는 인덕터 전류 iL은 40[A]인 IMAX로 일정

하게 제어되고 있으며 부하전류 iO는 약 1.7[A]로 

일정한 전류 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 50[ms]에서 

부하저항을 30[Ω]에서 17[Ω]로 56[%]의 부하를 

변동하였을 때, 인덕터 전류 iL과 출력전압 vO는 

부하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출력을 내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그림 8의 부하변

동이 되었을 때의 파형을 확대한 그림으로, 

50[ms]부분에서 부하저항을 30[Ω]에서 17[Ω]로 

56[%]의 부하를 변동을 주었을 때 스위치 시비율 

D1과 D2의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안정되게 제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제안된 회로를 부스트 모드로 동작

파형이다. 

100[V] 입력전압을 받아 전압지령치 Vref을 

150[V]로 설정하여 제어하였을 때, 인덕터 L에 흐

르는 인덕터 전류 iL을 40[A]인 Imax로 일정하게 

제어되고 있으며 부하전류 io는 약 5[A]의 일정한 

출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50[ms]에

서 벅-모드와 동일하게 30[Ω]에서 17[Ω]로 부하

를 변동하였을 때, 인덕터 전류 iL는 미세하게 변

동을 하였지만, 출력전압 vO는 일정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부하 

변동 부분의 스위치 패턴을 확대한 파형이다. 

50[ms]부분에서 부하저항을 30[Ω]에서 17[Ω]로 

56[%]의 부하를 변동을 주었을 때 스위치의 시비

율 D1과 D2의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안정되게 제

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벅-부스트 모드 동작에서의 시뮬레

이션결과 파형이다. 

입력전압 지령치 Vref를 10[Hz]의 주파수를 갖

으며 지령전압이0∼150[V]로 변화되도록 제어하였

을 때, 인덕터 전류 iL을 Imax인 40[A]로 일정하게 

제어하였으며, 부하전류 iO는 0∼5[A]의 일정하게 

증가하는 전류의 파형을 확인하였다. 약 50[ms]에

서, 30[Ω]에서 17[Ω]로 부하를 변동하였을 때, 

인덕터 전류 iL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작 파형을 

보였지만, 출력전압 vO는 Vref를 추종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입력전압 100[V]을 경계로 벅 모

드에서 부스트 모드로 바뀔 때 출력전압 vO와 인

덕터 전류 iL, 그리고 부하전류 iO의 약간의 오버

슈트가 있지만 제어기의 Gain값을 조절하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0 Each waveform in boost mode

Fig. 11 Magnification waveform of load current 

and switch pattern in boo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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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결과

그림 13은 제안된 DC/DC컨버터의 실험스택그

림으로 제어보드는 메인 MCU는 TI社의 

TMS320F28027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제안된 스위칭 패턴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하여, 

입력전압은 50[V], 인덕터 전류를 25[A]로 일정하

게 제어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4는 제안된 스위칭 패턴을 적용하지 않

고 실험한 벅 모드 시 전압 및 전류 파형이다. 

DC 입력전압 50[V]를 인가하여 벅 모드로 동

작하여 DC 전압 25[V]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작 중 부하를 50[Ω]에서 33[Ω]으로 변동을 주

었을 때 약 0.5[A]에서 0.8[A]로 변동하는 부하전

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인덕터 전류는 약 0.5[A]에

서 1.0[A]까지 흔들리는 오버슈트를 볼 수 있고, 

출력전압 역시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파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제안된 스위칭 패턴을 적용한 벅 모

드 시 전압 및 전류 실험파형이다. DC 입력전압 

50[V]를 인가하여 벅 모드로 동작하여 DC 전압 

25[V]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위치 SU를 제

어하여 인덕터 전류는 25[A]로 일정한 전류원으로 

제어되었고, 스위치 SD를 제어하여 입력전압을 감

압시켜 DC 전압 25[V]로 출력을 낸다. 벅 모드 

동작 중 부하를 50[Ω]에서 33[Ω]으로 변동을 주

었을 때, 출력전압과 인덕터 전류는 변화 없이 안

정된 전원단 출력 동작특성을 유지하였다.

Fig. 12 Each waveform in buck-boost mode Fig. 13 Proposed DC/DC converter stack

Fig. 14 The conventional waveform for voltage 

and current (buck mode)

Fig. 15 The waveform of the voltage and 

current (bu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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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제안된 스위칭 패턴을 적용하지 않고 

실험한 부스트 모드 시 전압 및 전류 파형이다. 

DC 입력전압 50[V]를 인가하여 Boost 모드로 

동작하여 DC 전압 75[V]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

다. 동작 중 부하를 50[Ω]에서 33[Ω]으로 변동을 

주었을 때 약 1.4[A]에서 2.0[A]로 변동하는 부하

전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인덕터 전류는 약 3.0[A]

에서 5.0[A]까지 흔들리는 오버슈트를 볼수 있다. 

출력전압도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 DC 입력전압 50[V]를 인가하여 부스트 

모드로 동작하여 DC 전압 75[V]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위치 SU를 스위칭하여 인덕터 전류는 

25[A]로 일정한 전류원으로 제어되었고, 스위치 

SD를 스위칭하여 승압을 시켜 DC 전압 75[V]로 

출력을 낸다. 그리고 부스트 모드 동작 중 부하를 

50[Ω]에서 33[Ω]으로 변동을 주었을 때 인덕터 

전류는 약간 흔들렸지만 출력전압은 변화 없이 안

정된 전원단 동작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장치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하변동에 대하여 전원단의 안정적인 출력을 얻

기 위하여 벅-컨버터회로와 부스트 컨버터회로를 

결합하여 인덕터 전류를 일정한 전류원이 되도록 

제어하여 급속한 부하변동에 대하여 안정된 일정

출력을 가지는 벅-부스트 컨버터로 동작이 가능한 

넓은 출력범위를 갖는 DC/C 컨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DC/DC 컨버터는 기존의 벅-부스트 컨

버터와 마찬가지로 승압과 감압이 가능하다. 각 

모드에 대하여 이론적인 해석과 실험으로 인덕터

의 전류를 일정하게 제어하여 전류원으로 유지하

면서 벅-부스트 컨버터로 동작이 가능함을 증명하

였다.

이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DC/DC 컨버터와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

안된 컨버터와 기존의 컨버터의 각 모드 동작 중 

부하변동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제안한 새로운 스

위칭 패턴을 적용한 DC/DC 컨버터가 부하변동에 

대하여 안정된 전원단의 출력을 갖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인덕터 전류가 전류원으로 됨으로써 

전류의 오버슈트가 작아져 출력단의 커패시터 용

량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다.

시뮬레이션과 실험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DC/DC 

컨버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급속한 부하변동에 

대하여 전원단의 안정적인 출력을 갖는 DC/DC 

컨버터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컨버

Fig. 16 The conventional waveform for voltage 

and current (boost mode)

Fig. 17 The waveform of the voltage and 

current (boo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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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조금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안된 컨버터가 

가지는 출력 커패시터의 용량 저감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급속한 부하변동에 예상되는 각종 기

기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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