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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 분석

Analysis of No-load Characteristics in LLC Resonant Converter

권 민 준* ․ 이 우 철†

(Min-Jun Kwon ․ Woo-Cheol Lee)

Abstract - LLC resonant converter is popular with industrial fields because it can be achieved high efficiency by zero 

voltage switching (ZVS). As interest grew, analysis of characteristics in LLC resonant converter have been actively studied. 

Generally, characteristic of LLC resonant converter is analyzed based on first harmonic approximation(FHA). The FHA 

analysis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LC resonant converter by obtaining the series resonant operation. FHA analysis of 

LLC resonant converter in load condition is correct. but it is not correct in no load condition. This paper propose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parasitic compon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FHA and analyze no-load 

characteristic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investigat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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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

Fig. 1 LLC resonant converter circuit

1. 서  론

LLC 공진형 컨버터는 높은 전력밀도 및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분석 방법이 연구

되어 왔다. LLC 공진형 컨버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가

장 대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FHA (First Harmonic 

Approximation) 분석 방법이다. FHA 분석방법이란 LLC 공진형 

컨버터의 기본파 성분만을 고려한 등가회로를 통하여 주파수 영

역에서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조파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파 성분만을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직렬 공진에 가까운 

동작 특성을 얻을 수 있어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2][4]. FHA 분석방법의 경우 부하 

조건에서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반면, 무부

하 조건 또는 매우 낮은 경부하 조건에서는 컨버터의 실제 동작 

특성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점을 파악

하고 무부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

법으로 무부하 동작에 영향을 끼치는 기생성분을 고려하여 분석

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LLC 공진형 컨버터의 시뮬레이션 및 실

제 하드웨어 구성을 통한 실험결과로 분석 내용을 확인하였다. 

2. 본 문

2.1 LLC 공진형 컨버터

그림 1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기본회로이다. 컨버터의 구성은 

Half bridge 형태로 스위치를 이용한 구형파 발생기, 공진 커패시

턴스 Cr 과 공진 인덕턴스 Lr 그리고 자화 인덕턴스 Lm 으로 구성

된 공진 탱크,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기 위한 정류회로로 

구성되어있다. 분야에 따라 구형파 발생기는 Full bridge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정류회로 또한 Center tapped, Voltage 

doubler 등 다른 형태가 적용될 수 있다. LLC 공진형 컨버터는 

파라미터간의 공진효과를 통한 ZVS (Zero Voltage Switching) 달

성으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1][5].



Trans. KIEE. Vol. 67, No. 3, MAR, 2018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 분석             399

  

그림 3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곡선

Fig. 3 Characteristics curve of LLC resonant converter

2.2 LLC 공진형 컨버터 기본 분석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 일반적

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FHA 분석방법이다. FHA 분석방

법은 전압 전류의 기본파 성분만으로 가정한 AC 등가회로를 주

파수 영역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a)

(b)

그림 2 LLC 공진형 컨버터의 등가회로

  (a) LLC 공진형 컨버터 회로, (b) AC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a) LLC resonant converter circuit, (b) AC equivalent 

circuit.

그림 2는 FHA 분석을 통해 얻어진 LLC 공진형 컨버터의 AC 

등가회로 이다. 등가회로는 공진탱크를 구성하는 공진 커패시턴

스, 공진 인덕턴스, 자화 인덕턴스 그리고 등가 부하저항으로 구

성 되어있다. 등가회로를 통해 LLC 공진 컨버터의 공진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LLC 공진 컨버터의 공진주파수는 공진 커패시

턴스 Cr, 공진 인덕턴스 Lr, 자화인덕턴스 Lm 그리고 변압기 2차 

측 누설 인덕턴스 Ll2 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2차 측 누설 인덕

턴스 Ll2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경우 LLC 공진

형 컨버터의 공진주파수 fr 은 다음과 같다.

 


                                  (1)

등가 부하저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

그림 3은 FH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LLC 공진형 컨버터

의 이득특성곡선이다. 특성곡선은 스위칭 주파수와 공진주파수의 

정규화 비 fn = fs / fr 에 따른 이득 M을 나타낸다. LLC 공진형 

컨버터는 부하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이득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스위칭 주파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LLC 공진형 컨

버터의 이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HA 분석을 통하여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조건 특성 또

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LLC 공진형 컨버터의 회로를 구성할 

경우 Snubber 회로나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회로

에 의한 저항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무부하가 될 수 

없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회로에 존재하는 매우 낮은 경부하 값

을 적용 분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120 kΩ 을 기준으로 매

우 낮은 경부하 즉 무부하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LLC 공진형 컨

버터 무부하조건의 특성은 fn 이 1이 되는 지점 우측 기준으로 

스위칭 주파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LLC 공진형 컨버터를 무부하 조건에서 동작시킬 경우 분석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 무부하 조건의 이

득은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며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고 스

위칭 주파수에 따라 이득이 변하는 동작을 보인다.

이러한 FHA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생성

분의 영향이 연구되었다. 그 중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의 영

향이 무부하 특성에 영향을 주며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6].

그림 4는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

버터의 AC 등가회로 이다. 여기서 등가 커패시턴스 Cjeq 는 다음

과 같다.

  



                                        (3)

그림 5는 그림 4 등가회로를 통해 얻어진 Cj 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조건의 이득특성곡선 이다. 무부하 이득특

성곡선은 Cj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곡선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파수증가에 따른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의 

영향으로 이득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된 무부하조건의 이득특성의 경우 여전히 실제 동

작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고조파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파 성분만으로 근사한 FHA 방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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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기생성분을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등가회로

  (a) LLC 공진형 컨버터 회로, (b) AC 등가회로.

Fig. 4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 

considering Cj (a) Square wave equivalent circuit, 

(b) AC equivalent circuit.

  

그림 5 Cj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곡선

Fig. 5 No load characteristics curve of LLC resonant 

converter with Cj

그림 6 Cj 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동작 파형

Fig. 6 Waveform considering Cj at no load condition

2.3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특성분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HA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FHA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이오

드 기생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동작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그림 6은 Cj 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 파

형이다. 파형은 스위치신호 Vgs, 구형파 입력전압 Vg, 공진 커패

시턴스 전압 VCr, 자화 인덕턴스 전압 VLm, 자화 인덕턴스와 공진 

인덕턴스 전류 iLm 과 iLr, 변압기 2차 측 전류 isec 그리고 다이오

드를 통해 출력으로 전달되는 전류 iD 이다. 그림 7은 Cj 를 고려

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의 회로를 Mode 로 구분한 

것이다.

Mode 1 (t0 ~ t1): 전력공급 구간

Mode 1은 스위치 Q1 이 turn on 되어있으며 정류다이오드 

D1 과 D4를 통해 출력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구간이다. 무부하 

조건으로 출력에 전력을 공급되게 되면 출력 전압이 상승하여 어

느 순간 정류다이오드 D1과 D4가 turn off 되게 된다. 

Mode 2 (t1 ~ t2): 공진 구간

정류다이오드가 turn off 되는 시점인 t1 부터 Mode 2 로 동

작하게 된다. 더 이상 출력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파

라미터 공진 인덕턴스 Lr, 자화 인덕턴스 Lm 그리고 기생 커패시

턴스 Cj, 간의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구형파 입력전압인 Vg

의 크기는 Vin 이며, 이 구간에서 VCr 에는 Vin/2 전압이 인가된다. 

공진 커패시턴스 Cr 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VCr 전압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면 Vs 전압은 +Vin/2 상태가 된다. 파라미터간의 공진

으로 인하여 VLm 전압에는 공진 리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8은 그림 7(b) Mode 2 회로의 등가회로이다. 등가회로

를 통하여 공진 파라미터인 Lr, Lm 그리고 기생 커패시턴스 Cj 

를 1차 측으로 환산한 등가 커패시턴스 Cjeq 에 의한 공진리플 주

파수는 frj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또한, Mode 2에서 t2 일 때의 자화인덕턴스에 인가되는 전압, 

즉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에 인가되는 전압 VLm (t2 ) 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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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Cj를 고려한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동작

Fig. 7 Circuit operation considering Cj at no load (a) Mode 1 (t0~t1), (b) Mode 2 (t1~t2), (c) Mode 3 (t2~t3), (d) Mode 4 (t3~t4).

그림 8 LLC 공진형 컨버터 등가회로(Mode 2)

Fig. 8 Equivalent circuit of LLC resonant converter(Mode 2)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os   (5)

여기서   


 

 
 이다.

Mode 3 (t2 ~ t3): 충전 구간

Mode 3는 스위치 Q1 이 turn off 되는 구간으로 t2 에서 Q1 

이 off 되었을 때 Q2 의 Body diode 가 turn on 이 되며 Vg 전

압은 Vin 에서 0 V 로 감소하게 된다. Vg 전압이 0V 로 감소하

면서 Vs 전압 또한 +Vin/2 에서 -Vin/2 로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Mode 3의 등가회로는 Mode 2 등가회로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단 Vs 전압이 -Vin/2 이 된다. Vs 전압이 감소하면서 자

화인덕턴스에 인가된 전압 VLm 또한 빠르게 반전을 하게 되며,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 Cjeq 는 충전하게 된다.

그림 8과 같은 등가회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화인덕턴

스의 인가되는 전압 VLm(t3)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s  (6)

또한, 등가 기생 커패시턴스 Cjeq 에 흐르는 전류 isec/n 는 수

식 (6)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ec   


   sin      (7)

Mode 4 (t3 ~ t4): 전력공급 구간

Mode 4는 충전이 끝나고 전력이 공급되는 구간이다. Mode 3

에서 Cjeq 가 정류다이오드 D2 와 D3 를 turn on 시킬 수 있을 

만큼 충전한 시점인 t3 부터 Mode 4 로 동작하게 된다. 정류 다

이오드가 turn on 되면 isec 전류가 출력으로 전달되며 출력에 전

력이 공급된다. Mode 4 에서 iD 전류는 isec 전류와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때 iD 전류가 흐르는 시간 t3 - t4 을 ta 라 하면, ta 는 

출력 필터 커패시턴스 Co 가 충전되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sin
 







  


   




sec 









         (8)

여기서   


 

 
 이며, Coe 는 등가 출력 커패시턴

스 이다.

분석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을 통하여 출력 이

득을 계산할 수 있다. 전압 이득은 실제 매우 낮은 경부하인 저

항 Ro 에 의한 출력 전류 Io를 통해 계산될 수 있다. Io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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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0 Cj 에 의한 공진주기와 스위칭주기 특성

Fig. 10 Characteristics of resonant period and switching 

period (a) Ts/2 = ta + n*Trj. (b) Ts/2 = ta + (n+1/2)*Trj.

Parameter Value

Switching frequency, fs 100 [kHz]~200[kHz]

Resonant Inductance, Lr 71.2 [uH]

Magnetizing Inductance, Lm 274 [uH]

Resonant Capacitance, Cr 22 [nF]

Diode junction Capacitance, Cj 61 [pF]

Output Resister, Ro (Snubber) 120 [kΩ]

Input Voltage, Vin 100 [V]

표    1 시뮬레이션 및 실험 조건

Table 1 Test condition

Mode 4에 발생하는 iD 전류의 평균으로 계산될 수 있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전압은

  sec                                (9)

이 되며, 수식 (9)에 수식 (7)과 (8)를 대입하는 것으로 LLC 공

진형 컨버터의 무부하조건 이득특성을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9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특성곡선

Fig. 9 No-load characteristics curve of LLC resonant 

converter

그림 9는 분석을 통해 얻어진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이득특성곡선 이다. 기존의 FHA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달

리 출력이득은 특정 값으로 일정하지 않으며 주파수에 따라 비선

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출력 이득은 스위칭 주파수에 따라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작특성은 분석을 통하여 기생 커패시턴스 Cj 를 포

함한 파라미터 간의 공진 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와의 관계로 생

각할 수 있다. 이득의 크기는 수식 (8)을 통해 전류 iD 의 평균전

류에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isec (t3 )의 크기는 수식 (5)과 같이 스위칭 상태가 변경되는 t2 순

간의 VLm (t2 )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Mode 2 

의 공진리플의 영향으로 스위칭 주기에 따라 VLm (t2 ) 전압이 흔

들리는 현상이 이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기생 Cj 에 의한 공진 주기 Trj 와 스위칭 주기 Ts

간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파형이다. 무부하 조건에서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 Cj 에 의해 자화인덕턴스의 전압은 공진 리플이 

발생하게 되며 스위칭 주파수 변경에 따라 주기가 변경돼 Q1 이 

turn off 되는 시점 t2 에서의 VLm 전압이 바뀌게 된다. 그림 10 

(a)와 같이 스위칭 주파수에 의해 t2 가 결정되는 시점 VLm 전압

이 리플에 의해 큰 값을 갖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isec(t3) 전류의 

크기 또한 크게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그림 10(b)와 같이 VLm 전압이 리플에 의해 작은 값을 갖는  지

점이 t2 로 결정되면 isec(t3) 전류의 크기 또한 작게 발생하고 이

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시 기생성분에 

의한 공진 주파수와 스위칭 주파수의 관계에 따라 이득특성이 변

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시뮬레이션 및 실험

기생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분석된 LLC 공진형 컨버터의 이

득 특성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실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그 

스펙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

험은 스위칭 주파수에 따른 이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LC 공

진형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Sweep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1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 조건이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동작 범위는 200kHz 에서 100kHz 로 설정하였다. LLC 공진형 

컨버터의 구조는 Half bridge, 다이오드 정류기는 Full bridge 형

태로 분석내용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무부하 이득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 Cj 를 포함하였으며, 부

하는 실제 하드웨어에서 Snubber 회로에 사용된 120kΩ 을 무부

하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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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No load simulation results of LLC Resonant converter

(a)

  

(b)

그림 12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시뮬레이션 결과 

(a) A 지점 파형, (b) B 지점 파형.

Fig. 12 No load simulation results of LLC Resonant converter 

(a) Waveform at A point, (b) Waveform at B point.

2.4.1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PSIM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제 하

드웨어 조건과 같은 부하 조건을 구성하였다. 스위칭 주파수는 

PSIM 프로그램의 DLL 기능일 이용하여 200kHz에서 100kHz 까

지 Sweep 하는 방식으로 출력 파형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은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동작 시뮬레이션 결과

이다. 시뮬레이션 파형은 출력전압 Vo, 스위칭 주파수 Fs, 변압기 

2차 측 전류 isec 그리고 다이오드 출력 전류 id 이다. LLC 공진 

컨버터는 정상적인 부하조건일 때 ZVS 영역에서 스위칭 주파수

의 크기는 이득의 크기에 반비례하게 된다. 때문에 LLC 공진 컨

버터는 처음에 최대 스위칭 주파수에서부터 동작을 시작한다. 

LLC 의 동작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은 스위칭 주파수를 최대 주

파수에서부터 최소주파수까지 Sweep 했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부터 표시한 그림 9의 이득곡선과는 반대로 비교할 수 있다. 시

뮬레이션 결과 출력이득이 분석내용과 같이 스위칭 주파수에 따

라 선형적이지 않고 이득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시뮬레이션 

파형에서 이득이 증가하는 A 점과 이득이 감소하는 B 점을 확대

한 파형이다. 파형은 구형파 입력전압 Vg, 자화인덕턴스 전압 

VLm, 정류기 출력 전류 iD 를 각각 측정하였다. 확대 파형을 통해 

A 점 에서는 스위치 동작에 의해 Vg 전압이 반전되는 순간 VLm

전압이 높은 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로인해 전류 iD 의 최대전류

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득이 증가하고, B 점에서는 VLm 전압이 낮

은 점에 위치해 iD 의 최대 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득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2 LLC 공진형 컨버터 무부하 실험

다음은 실제 하드웨어 구성을 통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

부하 동작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3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 실험파형이다. 

그림 13(a)는 출력 전압과 스위칭 주파수를 측정한 파형으로 시

뮬레이션과 동일하게 200kHz에서 100kHz로 주파수를 Sweep 하

여 측정한 파형이다. 출력 전압의 크기는 A 지점에서는 약 190 

V, B 지점에서는 약 150 V로 이득이 증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b)와 (c)는 각각 (a)에 표시된 이득이 증가하는 A 점

과 이득이 감소하는 B 점을 확대한 파형으로 출력 전압 Vo, 구형

파 입력 전압 Vg, 자화인덕턴스 전압 VLm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 

Fs 를 측정 한 파형이다. 분석 내용 및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득이 증가하는 그림 13(b)는 Vg 전압이 반전되는 순간 공진 리

플이 발생하고 있는 자화 인덕턴스 전압 VLm 이 리플에 의해 상

승한 순간에 만나 있으며, 이득이 감소하는 그림 13(c)는 VLm 이 

리플에 의해 감소한 순간에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파형을 통해 분석된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성곡선과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

다. 이는 배선에 따른 커패시턴스나, 변압기 누설인덕턴스 등 아직 

고려되지 않은 기생성분에 대한 영향으로 보이며, LLC 공진 컨버

터의 무부하 특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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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3 LLC 공진형 컨버터 실험 파형

(a) 실험 결과, (b) A 지점 파형, (c) B 지점 파형.

Fig. 13 LLC resonant converter experiment waveform

(a) Experiment result, (b) Waveform at A point, 

(c) Waveform at B point.

3. 결  론

LLC 공진형 컨버터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 

적용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기

존의 LLC 공진형 컨버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FHA 분석방법

은 부하조건에서의 컨버터 특성을 잘 보여주지만 무부하 조건의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논

문에서는 FHA 분석방법이 무부하 특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

계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부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이오드 

기생 커패시턴스를 추가한 LLC 공진 컨버터의 동작을 시간영역

에서 분석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공진 리플이 무부하 조건에서 

주파수에 따라 이득에 발생하는 리플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고 수식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LLC 공진 컨버

터는 무부하 조건에서 주파수를 변경함에 따라 이득이 증가 감소

를 반복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제안한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

한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특성은 실제 하드웨어 구성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LLC 공진형 컨버터의 무부하 동작 제어를 위하여 Full 

bridge 구조 LLC 공진형 컨버터에 대한 검토 및 제어방법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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