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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전력 변환 회로 내에서 면적, 부피 및 무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성 소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MHz 이상의 

고주파로 동작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자성 소자를 공심 인덕터로 

대체 할 수 있고, 이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내에서 큰 손실을 

차지하는 자성 소자의 코어 손실을 제거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집적, 

고효율을 요구하는 무선 전력 전송, 소비자 가전, 모바일 기기 등의 

응용 분야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 등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를 적용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MHz 이상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을 위해서 필수로 사용되는 

WBG 전력 스위치는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WBG 소자의 정격 특성 제한과 WBG 소자의 동작 조건에 따른 특성 

변동에 대한 전력 변환 회로의 의존성은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저하시키고, 동작 범위를 제한하며, 시스템 상에서 추가 회로가 

요구되어 응용 분야가 제한 되는 등 유/무형의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WBG 소자의 특성에 따른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의존성을 극복하고 전력 확장성을 보장하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능동 공진형 정류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를 

제안한다.  

첫째로 WBG 소자의 전압 정격 특성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를 제안한다. 직렬 인버터를 구성하는 각 

인버터의 비대칭성과 신호 지연의 오차를 고려한 모델링을 통한 

분석적인 접근으로 전력 변환 회로의 순환 전류 특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설계 요건에 대한 최적 설계를 도출 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을 제공한다. 단위 인버터의 최적 설계를 통하여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화를 구성하여 확장성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입력 

전압의 증가에 대해서 기존 WBG 소자의 전압 정격의 제한을 극복하고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동작 범위를 확장 한다.  

둘째로 WBG 소자의 특성 변동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정류기는 

스위치의 동작 모드를 추가하여 추가 회로 없이 정류기의 특성을 가변 

한다. 특히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저항성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류기 동기 스위치의 듀티 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정규화하여 

주어진 동작 요건과 무관하게 최적의 특성을 도출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유효 전달 전력을 전달 할 수 있으며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출력 동작 범위를 확장 한다.  

제안하는 구조 및 동작은 2단, 3단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 

구성과 반파 정류기,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등의 여러가지 전력 변환 

회로의 조합에 대해서 모의 실험과 실험 결과를 수행하고,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직렬 공진형 인버터, 능동 공진형 정류기, Class E, Class EF2, 

Class Ф2,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영 전압 스위칭, 와이드 밴드갭 소자, 

인버터, 정류기, 싱글-엔디드 공진형 정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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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기능은 입력 전력을 다른 형태의 출력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좋은 전력 변환 회로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동

일 전력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면적, 부피, 혹은 무게를 사용해서 얼마

나 높은 효율로 달성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력 밀도와 효

율은 전력 변환 회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이다.  

전력 밀도와 효율은 각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을 밀접하게 공유 하고 있

다. 그림 1.1 은 전력 밀도와 효율, 그리고 각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로 구성된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지표들을 나타낸다. 높은 효율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전도 손실 및 스위칭 손실을 줄여야 한다. 동일 전력에서 

전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소자의 저항 값을 줄여야 하며, 이는 

각 소자의 면적 혹은 부피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전력 밀도를 

감소시킨다.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스위칭 주파수를 줄일 경우, 

요구되는 수동 소자의 사이즈 증가를 야기하고 이 또한 전력 밀도를 감

소 시킨다. 반대로 높은 전력 밀도의 달성은 동일 전력 조건에 대해서 

소자의 면적 및 부피를 줄여야 한다. 소자의 물성 특성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면적의 감소는 온-저항의 증가를, 수동 소자의 부피 감소는 동

작 주파수의 증가를 수반하며 이는 효율의 감소를 수반한다. 다시 말하

면 좋은 성능의 전력 변환 회로는 전력 밀도와 효율이 모두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쉽게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넓은 밴드 갭 (wideband gap, WBG) 소자의 발전 및 전력 

전자 분야에서의 응용은 앞서 서술한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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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전력 밀도를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중요한 요소인 비용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실리콘 (silicon, Si) 기

반의 스위치 보다 높지만 관련 산업 및 응용 분야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

으로 낮아지고 있다[1]. WBG 소자의 특성과 앞서 서술한 전력 변환 회

 
(가) 

 

 
(나) 

 

 

그림 1.1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구성된 팔각형. 

효율-전력 밀도의 트레이드-오프 특성. 

(가)  높은 효율 달성 시, (나) 높은 전력 밀도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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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특성을 표 1.1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표적인 WBG 소자인 질화 갈륨 (gallium 

nitride, GaN)과 탄화 규소 (silicon carbide, SiC) 소자는 규소 (silicon, 

Si) 기반의 소자와 비교하여 밴드 갭, 항복 전기장, 포화 속도 특성이 

우수하다 [1].  

큰 밴드 갭 특성은 더 높은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 전력 

스위치는 온-저항 (on-resistance)과 항복 전압 사이의 트레이드-오

프 관계가 있으며, 높은 항복 전압을 달성 할 경우 높은 값의 온-저항

이 수반된다. 그림 1.1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일 항복 전압에 대해서 작

은 전도 손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면적 증가가 불가피 하다. 

WBG 소자의 사용은 Si 기반의 스위치 대비 높은 항복 전압 특성을 가

표 1.1 GaN, SiC, Si 소자의 물리적 특성 비교 [1]  

 

 GaN SiC Si 

밴드 갭 

Energy gap 
[eV] 

3.5 3.26 1.12 

항복 전기장 

Breakdown electric filed 
[MV cm⁄ ] 

3.3 3 0.3 

포화 속도 

Saturation drift velocity  
[Mcm 𝑠⁄ ] 

27 27 10 

전자 이동도 

Electron mobility 
[cm (V ∙ s)⁄ ] 

1800 900 1400 

열 전도성 

Thermal conductivity  
[W (cm ∙ K)⁄ ] 

1.3 4.9 1.5 

* 각 항목 별로 가장 높은 특성 값에 대해서 밑줄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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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작은 소자 면적으로 낮은 온-저항과 낮은 소자 

정전 용량을 달성 가능하게 한다 [1].  

높은 항복 전기장은 소자의 최소 두께를 결정한다. 따라서 WBG 소자는

높은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력 변환 회로에 대해서 면적 및 부피 등의 이

득을 가져다 준다.  

높은 이동성과 포화 속도는 소자의 동작 속도를 증가시키며, 고속 전력 

변환 회로에 유리하다. 따라서 포화 속도와 전자 이동도가 모두 우수한 

GaN 소자의 경우 MHz 이상의 고속 전력 변환 회로와 무선 주파수 

(radio frequency, RF) 회로에서 많이 활용 된다[2]–[6]. 

높은 열전도성은 열 저항을 낮게 하며 소자의 방열 특성에 유리하다. 특

히 높은 항복 전압을 위하여 소자의 두께가 증가해야 하는 경우, SiC 소

자가 GaN 소자보다 유리하다 [1].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전압 혹은 전류가 0 이 되는 시점에 스위칭을 

하는 영전압/전류 스위칭(zero voltage switching, ZVS, zero current 

switching, ZCS)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진 주파수 근처에서 동작한다. 따

라서 이론적으로 전력 스위치와 관련된 스위칭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

으며,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 주파수를 성능의 손해 없이 높일 수 있다. 

동작 주파수의 증가는 전력 변환 회로의 부피/무게에 대해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수동 소자들의 값을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력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동일 동작 조건에 대해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펄스 

진폭 변조 (pulse width modulation, PWM) 전력 변환 회로 보다 작은 

스위칭 손실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큰 값의 공진 전류 실효값 (root 

mean square, RMS)은 전도 손실의 증가를 야기한다. 따라서 공진형 전

력 변환 회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도 손실과의 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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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관계를 이해하고 스위칭 손실의 감소를 통한 동작 주파수 증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3], [7]–[16].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와 WBG 소자와의 결합은 전력 변환 회로 내에서 

면적, 부피 및 무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그네틱 소자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17], [18]. 특히 고주파(3 ~ 30 MHz, high frequency, 

HF [19])로 동작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마그네틱 소자는 공심

(air-core) 인덕터로 대체 할 수 있고, 이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내

에서 큰 손실을 차지하는 코어 손실을 제거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특

성은 고주파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가 손실 저하 없이 높은 주파수에서 

높은 전력 밀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무선 전력 전송,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 소비자 가

전, 모바일 기기 등의 많은 응용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 [3], [7]–[16]. 

하지만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는 다음과 같은 WBG 소자의 특

성에 대해서 의존성을 가진다.  

 WBG 소자의 정격 특성의 제한에 따른 의존성 

 WBG 소자의 동작 조건에 따른 특성 변동에 따른 의존성 

위의 두가지 WBG 소자의 특성에 따른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

의 의존성은 전력 변환 회로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동작 범위를 제한하

며, 시스템 상에서 추가 회로가 요구되는 등 유/무형의 비용 증가를 야

기한다.  

각 항목에 대해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구성 요소가 가지

는 의존성과 그 영향에 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BG 소자의 정격 특성의 제한에 따른 의존성 (전압 정격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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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버터의 동작 범위 제한으로 인한 전력 확장성 제한  

- 시스템 상의 복잡도와 비용 증가: 인버터의 동작 범위 확보를 

위한 강압 전력 변환 회로 추가 

- 입력 전압 동작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응용 분야 제한  

 WBG 소자의 동작 조건에 따른 특성 변동에 따른 의존성 (커패

시턴스 변동)  

-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 (전압, 전류 위상) 변동으로 인한 유효 

전달 전력의 감소 

- 공진형 인버터, 정류기의 특성 변동. (소프트-스위칭 특성 저하, 

손실 증가) 

- 시스템 상의 복잡도와 비용 증가: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한 전력 변환 회로의 추가  

- 최적 동작 조건 근처에서의 동작 범위 제한.  

- 높은 동작 주파수와 큰 전력 응용 범위에 대한 활용성 제한.  

본 절에서는 위의 두가지 WBG 소자의 특성에 따른 공진형 DC-DC 전

력 변환 회로의 의존성 및 그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다룬다.  

 WBG 소자의 정격 특성의 제한과 관련된 의존성 

먼저 WBG 소자의 정격 특성의 제한과 관련된 의존성은 그림 1.2의 공

진형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인버터와 정류기 관점에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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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인버터는 그림 1.3과 

같이 출력 임피던스 𝑍  를 가지는 구조와 입력 전압 𝑉 에 대해서 α의 

최대값을 가지는 파형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2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

만, 대표적인 공진형 싱글 엔디드 전력 변환 회로인 Class E 구조의 경

우 α = 3~5 값을 가 지며, Class EF2 구조의 경우 α = 2~2.5 값을 가

진다.  

그림 1.3 (가)의 𝐶 가 인 버터 출력 단에서 바라본 등가 커패시턴스라

고 할 때, 인버터가 출력으로 전달하는 전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𝐾 은 각 인버터의 전압 파형 및 듀티 비에 따른 계수이며 𝑓 는 인버터의 

동작 주파수이다. (1.1)을 다시 말하면, 인버터의 출력 전력을 바꿀 수 

있는 설계 요소는 𝐶 , 𝑉 , 𝑓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동작 요

구 조건에 대해서 인버터가 설계 될 경우, 𝐶 와 𝑓 는 많은 경우에 대해

서 고정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전압 𝑉 를 바꾸어 전력을 가변

 𝑃 = 𝐾 𝐶 𝑉 𝑓 = 𝐾 𝐶 (𝛼𝑉 ) 𝑓  (1.1) 

 

 

 

그림 1.2 고주파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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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장 용이함을 알 수 있다 [17], [20]–[22].  

그림 1.4은 상용화된 GaN 전력 스위치의 정격 전압과 전류를 나타낸다 

[23]. GaN 스위치는 기존 Si 기반의 스위치보다 정격 전압 및 전류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며, 해당 소자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제조사도 2021

년 기준 두 곳 (EPC, GaN Systems)으로 실리콘 기반의 전력 스위치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학계에서 650 V 이상의 정격을 가지는 GaN 스위치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발표 되었다 [24]–[28]. 하지만 여전히 상용화와 관련하여 

 
(가) 

 

 
(나) 

 

 

그림 1.3 출력 임피던스 𝑍  를 가지는 싱글 엔디드 인버터 구조. 

(가) 싱글 엔디드 인버터 구조  

(나) 한 주기 동안의 인버터 전압 파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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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신뢰성 및 비용 등의 이유로 GaN 소자의 정격 전압 증가는 제

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GaN 스위치의 전압 정격 특성 및 기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측면 구조의 E-mode HEMT GaN 스위치의 수직 

구조에 대한 설명과 기본 동작은 부록에서 다룬다.  

GaN 스위치의 정격 특성의 제한은 전류 정격의 제한과 전압 정격의 제

한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전류 정격 제한의 경우 스위치의 병렬 

연결 시, 각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의 균형이 중요하며, 전압 정격 제한

의 경우 스위치의 직렬 연결 시, 각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의 균형이 

중요하다.  

스위치의 병렬 연결을 통한 전류 정격 증가 시의 전류의 균형은 스위치 

온-저항 특성의 온도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데, GaN 스위치의 경우 온-

저항의 온도 특성이 양의 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29] GaN 스위치의 전

류 정격 제한은 병렬 구성으로 증가 시킬 수 있다 [29].  

하지만 정격 전압 제한의 경우, 스위치의 직렬 연결 시의 전압의 균형은 

 

 

 
 

 

그림 1.4 상용화된 GaN 스위치의 정격 전압, 전류 [23]. 

EPC, GaN Systems 사의 전력 스위치. 

GaN 상용 스위치의 정격 전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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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 특성과 각 스위치를 구동하는 구동 

소자 및 게이트 신호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

히 다루겠지만 결론을 요약하면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가 스위치 양단 

전압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여도, 직렬 구성된 각 스위치

의 게이트-소스 입력 신호 간의 신호 지연으로 인하여 각 스위치에 인

가되는 전압이 순시적으로 정격 전압 이상의 범위에서 동작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은 스위치의 전압 정격 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한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는 그림 1.5과 같이 전압의 크기

에 대해서 반비례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직렬 스위치 구조의 경우 높은 동작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스위치의 유효 정격 특성을 증가시키는 대에 적절하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GaN 스위치의 드레인-소스 전압 𝑉 에 따른 𝐶  특성 [23] 

정격 전압의
절반

커패시턴스의 변화가 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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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를 증가 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트랜스포머

의 활용이 있을 수 있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입력 전압

에 대해서 1차 단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여 높은 입력 전압 동작 범

위를 달성 할 수 있다 [30]. 최근 낮은 투자율을 가지는 물성을 이용한 

Ni-Zn (니켈-아연) 계열 혹은 Mn-Zn (망간-아연) 계열의 인덕터 혹

은 트랜스포머가 MHz 이상의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 되고 있다[31]. 하지만 동작 주파수의 

증가와 전력의 증가로 인한 공진 전류의 크기 증가는 코어 손실의 증가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31], 코어의 사용으로 인한 전력 변환 

회로의 무게 증가는 전력 밀도의 현저한 감소를 야기한다.  

 WBG 소자의 동작 특성 변동과 관련된 의존성 

다음으로 WBG 소자의 동작 특성 변동과 관련된 의존성은 다시 그림 

1.5와 관련이 있다. 공진형 인버터, 정류기 회로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가 공진 회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작 전압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의 변동은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의 변동을 야

기한다.  

구체적으로 커패시턴스의 변동으로 인한 동작 특성의 변동은 소프트-스

위칭 특성의 저하로 인한 손실 증가와 전류-전압의 위상 변동으로 인한 

유효 전력 전달 특성이 저하된다. 특히 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크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4장에서 다룬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동작 범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입력 임피던스 특성(대부분의 경우 저항성)을 가지는 정류기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거나, 혹은 좁은 동작 범위나 한 설계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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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설계를 진행 하였다 [12], [32], [33]. 이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시스템 상에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가 가지는 최적 설계점을 보

장하는 추가 전력 변환 회로가 요구되며, 이는 시스템 상의 설계, 비용, 

부피 등의 증가로 이어진다.  

정리하면, WBG 소자의 정격 특성의 제한은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

력 확장성의 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동작 범위의 제한으

로 인하여 시스템상에서 정격 특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회로를 요구하

기 때문에 부피, 비용, 복잡도 등의 증가를 야기한다. 또한 동작 전압의 

제한 그리고 정격의 제한은 활용될 수 있는 응용 범위를 제한한다. 따라

서 넓은 입력 동작 범위를 보장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넓은 입력 동작 범위의 보장 만으로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력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WBG 소자의 넓은 동작 범위에서의 특

성 변동은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표적인 공진형 정류기인 Class E 공진형 정류기의 경우 입력 임

피던스 특성이 병렬 커패시턴스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력 스

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는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류기의 병렬 커패

시턴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WBG 소자의 특성 변동은 정

류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변동시키고 이는 정류기의 유효 전달 전력을 감

소 시킨다.  

따라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WBG 소자의 특성에 대한 의존성은 정

격 특성에 대한 의존성과 동작 조건 변동 시 특성 변동에 대한 의존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력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한 동작 혹은 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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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BG 소자의 특성에 따른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능동 

공진형 정류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를 제안하고 

분석하며,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의 실험 및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검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가 가지는 WBG 소자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고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극대화 하며 시스템 상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응용 분야를 확대 하는 것이다.  

첫째로 WBG 소자의 전압 정격 특성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를 제안한다. 직렬 인버터의 모델링은 인버터를 

구성하는 각 소자의 비대칭성과 신호 지연의 오차를 고려였다. 이를 바

탕으로 전력 변환 회로의 순환 전류 특성 도출하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

한 최적 설계의 설계 방법론을 제공한다. 단위 인버터 최적 설계를 통하

여 성능을 확보하고 모듈화를 구성하여 확장성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입력 전압의 증가에 대해서 기존 WBG 소자의 전압 정격의 제한을 극복

하고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동작 범위를 확장 한다. 이는 기존의 입력 

전압 동작 범위 제한으로 인한 전력의 범위 혹은 응용 범위에 대해서 더 

넓게 활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WBG 소자의 특성 변동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정류기는 

스위치의 동작 모드를 추가하여 추가 회로 없이 정류기의 특성을 가변 

한다. 특히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저항성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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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동기 스위치의 듀티 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주어진 동작 요건과 무관하게 최적의 특성을 도출한다. 정류기의 

능동적인 듀티 비의 보상을 통하여 넓은 동작 범위에 대해서 유효 전달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출력 동작 범위를 

확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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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나머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설계 고려사항과 

주요 특징을 기술한다. 또한 WBG 소자의 특성 변동과 관련된 기존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한계점을 확인 한다.  

3장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를 제안한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

조를 구성하는 각 인버터의 소자 파라미터와 게이트 신호의 비대칭성에 

대한 순환 전류 특성을 모델링하여 분석하고 위상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설계 조건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을 제안한다. 넓은 동작 범위에서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 변동을 능동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동작을 제안하고 

모드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정류기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제안하는 

분석이 넓은 동작 범위에 대해서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저항성으로 

유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설계 조건을 도출

한다.  

5장에서는 인버터와 정류기의 설계를 진행한다. 인버터의 설계는 인버터 

단위의 설계와 직렬 인버터의 구성과 관련된 설계로 나뉜다. 6.78 MHz

로 동작하는 직렬 인버터 구성의 실제 구현을 위한 여러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버터 단위의 설계와 모듈화를 진행한

다. 4장에서의 설계 조건을 이용하여 능동 정류기를 설계하고 6.78 MHz

로 동작하는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와 능동 공진형 Class E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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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로 구성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설계를 완성 한다.  

6장에서는 인버터와 정류기의 모델링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설계 조건을 

적용한 모의 실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구조와 분석, 설계 방법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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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싱글 엔디드 공진형 회로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RF 전력 증폭기① 연구와 궤를 함

께 하며 최근 WBG 소자의 활용과 함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14], [20]–[22], [32]–[36].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

로는 하단 스위치 소스 단이 접점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MHz 이상

의 고주파 전력 변환에 적합하고, 병렬 스위치 혹은 정류기의 다이오드 

접합 커패시턴스를 병렬 커패시턴스로 포함시켜 공진에 참여 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손실이 최소화 되고 회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스위치 만을 사용하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게이트 

드라이버와 신호 처리를 위한 구동 회로를 간소화 할 수 있고 회로의 신

뢰성이 향상된다.  

본 장에서는 MHz 이상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기본 동작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 및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 특징에 대해서 기술

한다.  

 

2.1 Class E 전력 변환 회로  
 

그림 2.1는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조이다 

[20]–[22]. 하나의 입력 인덕터 𝐿 와 병렬 커패시터 𝐶  그리고 하나

의 전력 스위치 𝑄  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적인 Class E 구조의 경우 

입력 인덕터 𝐿  는 큰 값의 초크 인덕터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진행된 

                                            
① 본 논문에서는 각 전력 증폭기 (power amplifier, PA) 구조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전력 변환 회로와 동일하다고 보고 두 단어를 혼용한다.  

예) Class E 전력 증폭기  = Class E 전력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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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작은 값의 인덕터를 

사용한다 [8], [11], [37]–[39]. 병렬 커패시터인 𝐶 는 영전압 스위칭과 영

전압-기울기 스위칭 (ZVDS, zero voltage derivative switching) 을 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력 스위치 𝑄 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공

진 회로에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1.1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의 기본 동작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항에서는 그림 2.1과 그림 2.2를 바

탕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특성에 대해서 다룬

다. 그림 2.2은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동

작 파형이다.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은 입력 전압 𝑉 에 대해서 정

규화 하였고, 입력 인덕터 𝐿 의 전류 𝑖 와 공진 전류 𝑖 를 도시 하였

다.  

기본 동작은 다음과 같다. 전력 스위치 𝑄 가 ON 되는 구간 동안 𝑖

가 증가하고, 전력 스위치 𝑄 가 OFF 되는 순간 𝑖 − 𝑖  에 해당하는 

 

 
 

그림 2.1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인버터) 의 구조  

+
- Qinv Cinv

VDC

Linv

Vinv

Switching frequency : fs

iRiL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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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병렬 커패시터 𝐶 에 유입되어 전압을 형성한다. 커패시터의 전

압의 기울기는 커패시터의 전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𝑖 − 𝑖 이 0 

이 되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 임을 알 수 있다. 기울기가 0 인 지점은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과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전

력 스위치 𝑄 는 다시 ON 되며 이때 전압이 0이고, 전압의 기울기가 0

이기 때문에 ZVS와 ZVDS 동작으로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 한다.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의 스위치 양단 전압은 입력 전압의 동작 조건

 

 

그림 2.2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인버터)의 주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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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약 3 ~ 5배까지 발생한다 [20]–[22]. 이는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전력 스위치의 정격 전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 하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압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40]. 해당 연구의 경우 네트워크의 

고조파 주입을 통해서 전압의 최대치를 낮출 수 있었지만, 감소치가 크

지 않고 기존의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점의 변동을 통해서 달

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2.1.2 부하 조건에 대한 의존성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간단한 구조와 작은 스

위칭 손실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작 조건 (특히 부하 조건의 

변화)의 가변에 대해서 특성이 민감하게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3은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부하 변화에 따른 

파형을 도시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인버터의 전압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정규화 되었고 설계점 (𝑅 , ) 의 듀티 비에 대해서 부하 조건이 변동 

할 경우,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이자 커패시터의 전압인 𝑉 은 𝑖 −

𝑖 로 형성된다. 부하의 변화, 즉 전달하는 전력의 변화에 대해서 𝑖 가 

|𝑖 | 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부하가 작아질 경우, 즉 전달하는 전력이 

커질 경우 𝑖 − 𝑖 은 증가하며 따라서 전압의 기울기는 증가하고 

𝑖 − 𝑖 = 0  인 시점은 시간 축에 대해서 앞당겨 질 것이다. 이 경우 

동일 듀티 비에 대해서 스위치가 ON 되기 전에 음의 전류가 발생하고, 

따라서 기생 다이오드의 전도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전달하는 전력이 

작아 질 경우 𝑖 − 𝑖 은 감소하며, 전압의 기울기는 감소하고, 𝑖 −

𝑖 = 0 인 시점은 시간 축에 대해서 지연 될 것이다. 이 경우 동일 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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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대해서 스위치가 ON 되는 시점에 전류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하드-스위칭이 발생한다.  

2.1.3 Class E 공진형 정류기  

 

그림 2.4은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정류기의 주요 동작 파형이다. 

그림 2.2의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인버터 동작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 동작 조건에 대해서 쌍대성을 따른다 [17], [22], [39], [41]. 정류

기의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은 인버터의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 후, 시간 축에 대해서 𝑇 (1 − 𝐷 ) 만

 

 
 

 

그림 2.3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인버터)의 부하 변화에 

따른 파형  

V
ol

ta
ge

,n
or

m
  [

V
/V

]
V

gs
,in

v

최적 동작점에서의 
듀티비

TS = 1/6.78MHz

Load increases
RL decreases



 

 22

큼 평행 이동 한 것과 같다.  

 

2.1.4 스위치 출력 커패시터 변동에 따른 특성 변동  
 

그림 1.5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력 스위치는 드레인-소스 전압에 따

라서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가 변동한다.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

력 변환 회로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를 공진 회로에 포

 

 
 

 

그림 2.4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정류기의 주요 동작 파형  

출력 전압 (VO)에 대해서 정규화

TS = 1/6.78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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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

턴스 𝐶 의 전압 의존성으로 인해서 동작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

진다. 인버터의 경우 입력 전압의 변동 혹은 부하 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이와 같은 동작 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며, 정류기의 경우 부하 조건의 변

동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동 혹은 이와 연관된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

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림 2.5은 Class E 정류기에 대해서 병렬 커패시터 변동에 따른 주요 

파형을 도시하였다. 공진에 참여하는 Class E 정류기의 등가 병렬 커패

 

 
 

그림 2.5 병렬 커패시터 변동에 따른 Class E 정류기의 주요 파형  

Csh,norm = 400 pF, Csh,max = 700 pF 

TS = 1/6.78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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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터 𝐶 와 병렬 커패시터의 합이다. 

정격 조건 (𝐶 ℎ, )에서 전력이 작아 질 경우 그림 1.5의 관계로 인하

여 출력 커패시터가 증가한다. 넓은 동작 범위를 보장해야 하는 전력 변

환 회로의 경우 이 변화폭이 더욱 클 것이며, 그림 2.5는 정격 조건 대

비 약 75 % 의 변화를 가지는 조건에서의 파형을 나타낸다.  

Class E 인버터의 경우 입력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한 듀티 비의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림 2.5의 동작의 변화에 따른 하드-스위

칭으로 인한 손실의 증가가 불가피 하다. 정류기의 경우 병렬 커패시터

의 변화는 정류기 자체의 듀티 비의 변화와 함께, 정류기의 등가 임피던

스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정류기를 구동하는 인버터의 특성에 영향을 끼

친다. 이 부분은 인버터의 구조 및 해당 구조의 설계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대표적인 인버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본 후에 정류기의 특성

에 대한 인버터 특성 변화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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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lass F 전력 변환 회로  
 

그림 2.6는 Class F 싱글 엔디드 전력 변환 회로의 기본 구조이다. 출력 

단의 공진 회로는 스위치 양단에서 보이는 임피던스를 기본파를 제외한 

홀수 고조파에 대해서 개방하고, 짝수 고조파에 대해서 단락 하는 역할

을 한다.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와 같이 고조파 공진 회로를 이용해서 

전압 혹은 전류의 형태를 형성하는 구조를 고조파 동조 (同調) 

(harmonic tuning) 형 전력 변환 회로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의 단점인 높은 스위치 양단의 전압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 [3], [42]–[44].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고조파 공진 회로는 드레인 전압 혹은 전류

의 모양을 구형파 형태에 가깝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42]. 그림 2.7 

은 고조파 공조 차수에 따른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인버터 전압 및 

전류 파형이다.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는 하나의 파형 (예, 드레인 전압)

이 구형파로 변조 될 경우에, 다른 하나의 파형 (예, 드레인 전류)는 정

현파 형태가 된다. 드레인 전압을 구형파로 변조 할 경우 전압 형 Class 

 
 

 

 

그림 2.6 Class F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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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전력 변환 회로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 전류 형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라고 한다. 전압 형과 전류 형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선택은 여

러 관점을 바탕으로 선택되어 지지만 대표적으로 전체 시스템에서 전압 

정격이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지, 전력 스위치의 온-저항이 중요하게 다

 
(가) 

 

 
(나) 

 

 

그림 2.7 Class F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압, 전류 파형. 

(가) 기본파 동조 시 전압, 전류 파형  

(나) 홀수 고조파 동조에 따른 인버터 전압 파형  

(Vinv, (i)th 의 경우 기본파와 3,5,7, ⋯, i 차 홀수 고조파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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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지는지에 따라 선택 될 수 있다. 다시 그림 2.7 로 돌아가면, 전압 

형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에 대해서 홀수 고조파의 동조 차수가 늘어 

날수록 인버터 전압은 구형파에 가까워 진다.  

이상적으로 무한대의 고조파 동조를 이용하면 인버터 전압을 완벽한 구

형파로 만들 수 있고 이때의 드레인 전압은 입력 전압의 약 2배이다 

[42]. 그림 2.8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고조파 동조의 차수의 증가는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전력 스위치의 손실을 감소 시키지만, 실제 

 

 

그림 2.8 Class F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파형. 

(기본파와 9차 고조파 동조에 대한 전력 스위치의 전압, 전류와 손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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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구현상 각 고조파는 최소 1개 이상의 수동 소자가 요구 되고, 많

은 수의 수동 소자는 소자 부 정합에 의한 동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3차 혹은 5차의 Class F 전력 변환 회로가 많이 사용된

다 [3], [14], [37]. 

정리하면,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는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와 비교하

여 낮은 드레인 전압과 높은 효율 달성이 가능하지만, 동조를 위한 고조

파 차수의 증가는 수동 소자 증가가 필연적이고, 이는 회로의 복잡도를 

증가 시킨다. 또한 전력 스위치 양단에서 보이는 등가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를 고려 할 경우 높은 차수의 고조파 동조에 제한이 있다[3], [1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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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lass EF/𝝓  전력 변환 회로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와 Class E 전력 변환 회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는 그림 2.8에서 관

찰 할 수 있듯이, 9차 고조파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전압과 전류의 시간 

축에 대해서 중복이 발생하고 이는 손실로 이어진다 [3], [14], [37]. 또

한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려 

할 경우 높은 차수의 고조파 동조에 제한이 된다. 반면, Class E 전력 변

환 회로는 하나의 인덕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만을 이용해서 전력 스위치

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공진 회로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전력 변환이 가

능하다.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장점은 고조파 동조를 이용한 전압, 전류의 

변조 자유도가 있다는 점이다.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의 드레인 최대 

전압은 입력 전압의 약 3~5배에 이르지만, Class F 전력 변환 회로는 

고조파 동조를 이용하여 전압 혹은 전류를 입력 전압 혹은 입력 전류의 

약 2배까지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림 2.9 Class EF / 𝜙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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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의 Class EF 혹은 Class 𝜙  전력 변환 회로는 Class E 와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안되었다 [36], [44]. 전력 스위치의 드레인 전압 또는 전류에 대해서 

특정 고조파 구성 요소를 선택적으로 동조하는 Class EF 혹은 Class 

E/F (EF-1) 전력 변환 회로는 Class E 회로보다 더 낮은 드레인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조파 동조에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2.9의 𝐿 , 𝐶  이 2차 고조파에 동

조 되는 경우 [36], [44] Class EF2 혹은 Class 𝜙  전력 변환 회로라고 

부른다.  

 
 

그림 2.10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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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는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주요 동

작 파형이다.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 𝑉 은 입력 전압 𝑉 에 대해서 정

규화 하였고, 입력 인덕터 𝐿 의 전류 𝑖 와 공진 전류 𝑖 를 도시 하였

다. 그림 2.2의 Class E 인버터 동작과 비교하였을 때, Class EF2의 인

버터 전압은 고조파의 효과적인 동조로 인하여 입력 전압에 대해서 약 

2배 정도의 최대값을 가진다 [36], [44].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설계는 [36]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며, 본 논문의 

5장의 단위 인버터 설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2.3.1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의 고조파 특성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의 고조파 동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전력 스

위치 양단에서 보는 임피던스의 주파수 응답은 기본파와 3 고조파 근처

에서 극점이 위치하고, 2차 고조파 근처에서 영점이 위치하게 된다.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력단의 공진 회로가 하나

의 고조파에 대해서 인덕터-커패시터 쌍의 고조파 필터를 적용하기 때

문에 각 소자에서 개방 혹은 단락 되는 고조파의 차수가 비교적 직관적

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수동 소자를 사용하여 기본파와 3 고조파의 극점과 2 고조파의 영점이 

구현된다. 그림 2.11는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를 구성하는 각 소자

의 전압, 전류의 시간 축 파형이며, 그림 2.12 Class EF2 전력 변환 회

로를 구성하는 각 소자의 전압, 전류의 주파수 응답이다.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은 각 인덕터와 커패시터 소자들의 조

합을 통한 극점과 영점의 주파수 응답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인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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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 전력 변환 회로의 경우 기본파와 3차 고조파 근처에 극점이 존재하

고, 2차 고조파에 영점이 위치한다. 그림 2.9의 각 소자와 함께 고조파 

동작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파 근처의 극점은 𝐿 , 𝐶 , 𝐶 이 

관여하며, 3차 고조파 근처의 극점은 𝐿 과 𝐶 가 관여하고, 마지막으로 

2차 고조파의 영점은 𝐿 과 𝐶 가 관여한다.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면 각 

 
 

그림 2.11 고조파 동조를 관찰하기 위한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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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가 관여하는 주파수 대역의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외 에도 𝐿 에 흐르는 전류는 2차와 3차 고조파 성분이 미세하게 포함

되어 있고, 𝐿 에 흐르는 전류는 이론적으로는 2차 고조파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어야 하지만 𝐶 이 관여하는 기본파 성분과 

3차 고조파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고조파 성분

 
 

그림 2.12 고조파 동조를 관찰하기 위한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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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력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 𝑖 에서 흡수하며, 따라서 인버터 전압 

𝑉 에는 기본파 성분과 3차 고조파 성분이 우세하게 관찰된다.  

 

2.3.2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의 부하 조건 변동에 대한 
특성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부하 조건 변동에 

대한 영전압 스위칭 (ZVS)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비교를 위해서 

Class E 전력 변환 회로를 먼저 살펴보면, Class E 전력 변환 회로는 하

나의 입력 인덕터와 하나의 병렬 커패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고전적

인 구조의 Class E 전력 변환 회로는 입력 인덕턴스가 크고 DC 전류만

을 허용하는 초크 (choke)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로 활

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병렬 커패시터만으로는 부하 조건 변동에 

대해서 영 전압 스위칭을 항상 만족 할 수 없다. 최근에 입력 인덕터를 

작은 값으로 사용하고 공진 회로를 적절히 설계하여 부하의 변화에 대해

서 영전압을 항상 만족하는 설계가 이루어 졌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12], [33]. (그림 2.3 참조) 반면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는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를 이용한 자유도가 Class E 구조보다 높다. 따라서 설계 

자유도를 활용하여 부하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영전압 스위칭 

특성을 달성 할 수 있다.  

그림 2.13는 부하 조건 변동에 대한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

력 변환 회로의 인버터 전압 파형을 도시하였다. 최적 부하에 대해서 

10배씩 증가/감소 한 경우에 인버터 전압의 듀티 비와 최대치의 변화 

그리고 영전압 스위칭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출력 저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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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민감도와 달리 임피던스의 변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Class EF2 전력 변환 회로가 가지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 함께 변하기 

때문이다 [36]. 이 부분에 대해서 인버터의 설계 및 정류기의 특성에 

따른 인버터의 특성을 알아 보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2.13 부하 조건 변동에 대한 Class EF2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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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  

 

본 장에서는 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와 관련한 기존 기술의 한계점에 대

해서 살펴보고, 제안하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기

술한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한 순환 전류 특성을 도출하고 소자 및 게이트 신호의 비대칭성에 대

한 영향을 확인 한다. 

 

3.1 높은 입력 전압을 위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본 절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 보기 전에 하나의 스위치를 사용한 구조, 직

렬 스위치를 이용한 구조와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특성을 비교한다. 

먼저 그림 3.1 (가)는 𝑋  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이고, 그림 3.1 (나)는 동일 구조에 대해서 높은 입력 전

압을 위해서 전력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한 구조이다. 각 스위치의 드레인

-소스 전압이 𝑉 , 과 𝑉 ,  라고 할 때, 게이트 신호의 시간 지연에 

따른 특성은 그림 3.2 와 같다. 그림 3.2 의 모의 실험 결과는 동작 주

파수 6.78 MHz, 게이트 시간 지연 오차 10 ns가 인가 되었다. 먼저 각 

게이트 신호가 동일하게 인가되는 경우인 그림 3.2 (가) 는 인버터의 전

압의 절반에 해당되는 크기가 각 스위치에 인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격 전압이 제한되는 경우에 스위치의 직렬 연

결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2 (나) 와 같이 각 스위치

의 게이트 신호에 시간 지연이 존재 하는 경우, 특히 스위치의 OFF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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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달라지는 시점에서는 먼저 OFF 된 스위치의 정격 전압 특성이 저

하된다. 특히 동작 주파수가 높아 질수록 정격 특성이 더욱 제한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가 𝑉  에 반비례 함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스위치가 더 작은 출력 커패시턴스를 가

질 것임을 예상하면, 시간 지연에 따른 정격 특성 성능의 저하는 높은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더욱 제한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한 

기존 연구에서는 [23] 약 1MHz의 동작 주파수에서 진행 되었는데, 입

 
(가) 

 

 
(나) 

 

그림 3.1 입력 전압에 따른 비교를 위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후보.  

(가)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나) 직렬 스위치 구조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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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압의 범위도 제한적이며, 동작 주파수의 확장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고주파 전력 변환 회로(3~ 30MHz)

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격 전압 이하에서도 그림 3.2 (나) 의 𝑉 , 은 𝑄 의 소스 전

압으로 인가되는데, 큰 값의 전압 기울기로 인하여 EMI 성능의 저하 및 

신호의 불량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3.1 (나)의 구조 (스위치의 직렬 연결)가 그림 3.1 (가)의 구조 

(단일 스위치 사용)와 비교하였을 때, 스위치의 전도 손실 관점에서 어

 
(가) 

 

 
(나) 

 

그림 3.2 스위치 직렬 구조의 게이트 신호 지연에 따른 파형. 

(가) 게이트 신호가 동일하게 인가될 경우의 인버터 전압 파형 

(나) 게이트 신호가 시간 지연이 있는 경우의 인버터 전압 파형 

동작 주파수: 6.78 MHz, 게이트 시간 지연 오차: 1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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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비교

한다.  

1. 전력 변환 회로의 수동 소자는 무 손실 소자이다.  

2. 공진 회로의 Q 인자는 5 이상의 큰 값이며, 따라서 공진 전

류 𝑖 는 순수 정현파이고 그 크기는 𝐼 이다.  

3.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인덕터 전류 𝐼 의 전류 리플은 공

진 전류 𝑖 의 전류 크기 보다 작고 전력 스위치 전류 𝐼 의 

순시 값은 공진 전류 𝑖 에 의존한다.  

4. 공진 전류의 크기 𝐼 은 입력 전압 𝑉 에 비례한다.  

식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진형 인버터에서 전달하는 전력을 

𝑃 = 𝐾 𝐶 (𝛼𝑉 ) 𝑓  라고 표현한다면, 유효 전력 균형 조건에 따라서 

공진 전류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가정 4) 

이는 다시 말하면 동일 조건에 대해서 인가되는 입력 전압에 따라서 공

진 전류 크기가 달라짐을 말한다. 또한 가정 3에 의해서 공진 전류의 차

이는 전력 스위치에 흐르는 순시 전류의 크기와 RMS 값을 결정한다. 

전력 스위치의 전류 크기 |𝐼 |와 듀티 비 𝐷 에 따른 𝐼 , 는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18].  

따라서 그림 3.1 (가)와 그림 3.1 (나)의 구조는 각 인버터에 대해서 동

 𝐼 = 2𝐾 𝐶 (𝛼𝑉 ) 𝑓 𝑅 = 𝐾 𝑉  (3.1) 

 𝐼 , =
|𝐼 |

2
𝐷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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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입력이 인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의 가정에 따라서 동일 공진 전

류와 동일한 값의 전력 스위치 전류가 인가된다. 그림 3.1 (가) 구조의 

최대 입력 허용 전압이 𝑉 /𝛼  일 때, 그림 3.1 (나) 구조는 그 2 배에 

해당하는 입력전압까지 동작 범위가 넓어지지만 직렬 연결된 스위치로 

인하여 2 배에 해당하는 온-저항 값을 가진다. 그림 3.3는 이를 고려한 

입력 전압 𝑉 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전도 손실 비교이다. 그림 3.1 (나) 

구조는 동작 가능한 입력 전압이 2 배로 늘어나는 대신 전도 손실이 2 

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입력 전압 𝑉 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전도 손실 비교  

(싱글 엔디드 구조와 2 개 직렬 스위치 공진 회로)  

# of inverter x1
IQinv(rms) x1
Rdson x2

# of inverter x1
IQinv(rms) x1
Rdson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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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제안  

 

그림 3.4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단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한 

MHz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성도이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는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직렬 단수만큼 나누

어져 인가되어 효율적으로 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 증가가 가능하다. 또

한 3.1절의 직렬 스위치 구조와 달리 게이트 신호의 지연이 각 인버터 

스위치의 정격 특성 성능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의 인버터 구

조는 𝑋 를 출력 임피던스로 가지는 임의의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조가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 되었던 싱글 엔

디드 구조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듈화된 인버터를 직렬 구성 함

으로써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2 단 직렬 인 버터 구조의 경우 동일 입력 전압 𝑉 에 대해서 각 인버

 

 
 

 

그림 3.4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한 MHz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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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0.5𝑉 의 입력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공진 전류의 크기와 전력 

스위치의 크기도 그림 3.1 (가), (나)의 구조보다 작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5는 이를 고려하여 세가지 구조의 입력 전압 𝑉 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전도 손실을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정리하면 직렬 스위치 구조와 직렬 인버터 구조를 통해서 싱글 엔디드 

구조의 입력 전압 제한이 극복 될 수 있다. 하지만 직렬 스위치 구조는 

전도 손실이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게이트 신호에 따른 정격 특성이 제

한되고, 직렬 스위치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구동 회로 및 전원 회로의 

기준 전압이 공진형 회로의 드레인-소스 전압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저하된다. 또한 동작 조건의 변동 혹은 다른 응용의 활용으로 

 
 

그림 3.5 입력 전압 𝑉 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전도 손실 비교  

(싱글 엔디드 구조, 직렬 스위치 공진 회로, 직렬 인버터 공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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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입력 전압의 범위가 더 높아질 경우에 직렬 스위치 구조는 전체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반면 직렬 인버터 구조는 작은 전도 손실과 함께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해

서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하나의 싱글 엔디드 구조의 최적 설계를 

바탕으로 입력 전압의 범위 변동에 대해서 직렬 연결된 단을 증가시킴으

로써 회로의 재설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렬 인버터 구조에서는 각 인버터-공진회로의 출력 공진 전류

가 정류기의 입력 단에서 더해진다. 최대 전달 전력을 위해서는 각 공진 

전류의 위상이 같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입력 전압을 위한 직렬 

인버터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 전류 특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 후보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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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자 비대칭성에 대한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공진형 능동 정류기를 이

용하여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력 확장성을 확보하고 넓은 동작 범위

를 달성하는 것이다. 먼저 직렬 공진형 인버터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6을 도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 

3.6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높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직렬 구성을 통해서 전력 스위치의 정

격 전압을 보장할 수 있다.  

 하나의 최적화 설계된 싱글 엔디드 구조를 쌓음으로써 손쉽게 확

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  

 각 단의 공진 회로를 거친 공진 전류는 동상이며, 출력 공진 정

류기의 입력에서 합쳐진다.  

그림 3.6의 구조는 각 단의 인버터가 AC 전압 𝑉 , 𝑉 을 합성하고, 

 

 

그림 3.6 본 연구 대상인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공진형 정류기로 구성된 공진

형 DC-DC 전력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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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의 공진 회로를 통해서 공진 전류 𝑖 , 𝑖 로 변환 되어 출력 부하 

단에 전력을 전달한다. 동일한 입력 전압과 동일한 게이트 신호 및 동일

한 값을 가지는 수동 소자, 즉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각 단의 공진 전

류는 동일한 크기의 동상 전류가 발생될 것이다. 하지만 각 단에 대해서 

인버터를 구성하는 소자와 스위치를 구동하는 신호, 그리고 공진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의 비대칭은 동일 입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출력 공진 전

류를 발생한다. 이는 출력에 전달되는 전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회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순환 전류로 인해서 손실이 증가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공진 전류의 특성과 관련된 소자들의 파라미터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림 3.6의 제안하는 회로는 인버터와 정류기의 병렬 

임피던스가 𝑋 와 𝑋 로 모델링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대표적

인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인 Class E, Class F, Class EF2 

구조에 대해서 모두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7과 같이 인

버터 단의 경우 전압 정격 특성이 우수한 Class EF2 구조를 선택하고, 

정류기 단의 경우 회로의 간편함과 능동 정류기 동작을 고려하여 Class 

E 구조를 선택하였다.  

 

 

그림 3.7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정류기로 구성된 제안하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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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직렬 인버터 구조의 소자 비대칭 및 영향  
 

그림 3.7의 직렬 인버터 구조는 이상적이지 않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인버터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비대칭성 

 직렬 LC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비대칭성  

 인버터를 구동하는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  

 입력 DC 전압의 비대칭성  

 전력 스위치의 입력 커패시턴스와 출력 커패시턴스의 비대칭성  

직관적으로 인버터를 구동하는 게이트 신호는 인버터 전압의 위상 지연

 

 
 

그림 3.8 Class EF2 인버터의 𝐶  (병렬 커패시터) 소자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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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력 DC 전압의 변화는 인버터 전압의 크기 변화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외 소자들의 파라미터 변화는 각 인버터의 특성에 의존적

일 것이다.  

직렬 구조에서의 수동 소자의 비대칭성을 확인 하기 전에, 싱글 엔디드 

ClassEF2 인버터 구조를 구성하는 소자들의 변동과 공진 회로의 소자 

변동에 대한 특성을 알아 본다.  

그림 3.8 ~ 그림 3.10 은 싱글 엔디드 Class EF2 인버터를 구성하는 대

표적인 소자들과 직렬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소자의 파라미터 변화

에 따른 인버터 전압의 영향에 대해서 도시화 하고 있다. 실제 사용하는 

소자의 경우 5% 이하의 소자 정확도를 가지지만, 각 소자의 변동에 따

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소자의 파라미터가 +/- 20 %의 과도한 

변동을 가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관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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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Class EF2 인버터의 𝐶  소자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인버터 

전압의 변화를 도시 하였다. 𝐶 가 증가하면 전압의 최대치가 작아지고, 

반대로 𝐶 가 감소하면 전압의 최대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으며, 𝐶 는 전압의 최대치와 3 고조파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은 Class EF2 인버터의 입력 인덕터 𝐿  소자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인버터 전압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𝐿 가 증가하면 전압의 최대치

가 작아지고, 반대로 𝐿 가 감소하면 전압의 최대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으며, 𝐿 는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에 관련이 있으며 3고

조파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최대값이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은 Class EF2 인버터와 연결된 직렬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𝐿  소자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인버터 전압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그

 
 

 

그림 3.10 직렬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𝐿  소자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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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8와 그림 3.9와 달리 소자 변동에 따른 인버터 전압의 변화가 큰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인버터의 임피던스 변동에 따른 특성으로 

유도성과 용량성의 변동에 대한 주파수 응답의 차이이다. 특히 𝐿  이 감

소하는 경우 출력 임피던스 특성이 용량성으로 이동하여 큰 하드-스위

칭을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직렬 공진 네트워크

의 인덕턴스 𝐿  의 최소값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하기로 한다.  

정리하면 각 소자의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고조파 특성이 달라짐으로 

인한 전압 최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드-스위칭이 발

생하기도 한다. 특히 공진 네트워크의 소자 파라미터 변화 (그림 3.10) 

는 전압의 크기 변화와 위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인버터의 전력 스위치 입력 커패시턴스 𝐶 와 출력 커패

시턴스𝐶 의 소자 파라미터 변화는 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공진형 전

력 변환 회로의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 전력 스위치의 입력 커패시턴스 

𝐶 는 게이트 신호의 지연에 영향을 끼치며 인버터 전압의 위상 지연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는 인버터의 병

렬 커패시터 𝐶 와 동일하게 인버터에 영향 (그림 3.8)을 줄 것으로 예

상 할 수 있다.  

따라서 싱글 엔디드 인버터를 구성하는 각 소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버터 전압의 크기에 영향 

1. 인버터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변동 

2. 입력 DC 전압의 변동 

3.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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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 전압의 위상 지연에 영향  

1. 인버터를 구동하는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 

2. 전력 스위치의 입력 커패시턴스의 변동 

 크기와 위상 지연에 모두 영향 

1.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변동  

다시 말하면, 직렬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각 인버터와 공진 회로를 

구성하는 수동 소자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그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인

버터 전압의 크기와 위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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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모델링  
 

앞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직렬 인버터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소자

들의 비대칭성과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 비대칭성은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순환 전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직

렬 인버터 구조의 순환 전류 특성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앞 장에서 소자들의 비대칭성

은 인버터 전압의 위상 혹은 전압 크기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림 3.11는 2 개의 인버터가 직렬 연결된 공진형 전력 

 

 
(가) 

 
(나) 

 

그림 3.11 직렬 공진형 인버터, 직렬 공진 네트워크, 부하로 구성된 모델링 

(가) 모델링 (나) 파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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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회로의 모델링이다.  

그림 3.11 모델링의 DC 성분 𝑉 , 𝑉 은 공진 네트워크의 DC 차단 

특성으로 인하여 공진 전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인버

터의 입력 DC 전압과 관련하여 인버터 모델링의 AC 성분 크기와 이와 

관련한 공진 전류 특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주의한다.  

그림 3.11의 모델링을 통한 직렬 인버터 동작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

적을 가진다. 먼저, 인버터의 동작을 전압원으로 일반화 함으로써 인버

터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적인 해

의 도출은 특성의 검증과 설계 가이드 제시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그림 3.11의 모델링에서 인버터 전압 𝑉 , 𝑉 과 부하 전압 𝑉 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𝑉 = 𝑉 ∠𝜙  (3.3) 

 𝑉 = 𝑉 ∠𝜙  (3.4) 

 𝑉 = 𝑉 ∠𝜙  (3.5) 

또한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의 경우 부하 저항 𝑅  을 구동하는 

공진형 정류기의 특성에 따라서 저항성, 유도성, 용량성의 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𝑍 로 모델링 하였다. 이때 각 단의 공진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𝑖 = 𝐼 ∠𝜃 =
𝑉 − 𝑉

𝑍
 (3.6) 

 
𝑖 = 𝐼 ∠𝜃 =

𝑉 − 𝑉

𝑍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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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3.7)을 연립하면, 입력 전압, 공진 네트워크의 임피던스, 그

리고 정류기의 임피던스에 대한 𝑉 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𝑉 =
∑ , ⁄

∑
, 𝑖 = 2 (3.8) 

 
(가) 

 

 
(나) 

 

그림 3.12 𝑍 의 값에 따른 전력변환 형태. 

(가) 𝑍 = ∞, DC-AC 공진형 전력 변환 동작 

(나) 𝑍 ≠ ∞, DC-DC 공진형 전력 변환 동작 (본 연구) 

DC-AC 전력 변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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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8)은 2단이 아닌 𝑖 단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도 부하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이는 공진 전류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1는 그림 3.12과 같이 𝑍 의 값에 따른 두가지 전력변환 형태, 

즉 DC-AC 와 DC-DC 전력변환 형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먼저 

𝑍 = ∞인 경우, 그림 3.12 (가)와 같이 DC-AC 전력변환 형태이다. 이

때의 전력 전달은 인버터가 서로 전력을 주고받는 푸시-풀 형태를 가지

며 [3], [45], 각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의 위상은 180 도 차이를 가진

다. 반면, 본 연구인 𝑍 ≠ ∞인 경우 즉 다중 인버터가 정류기를 구동하

는 DC-DC 공진형 전력변환 형태는 그림 3.12 (나)와 같으며, 이때의 

전력 전달은 인버터가 서로 전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동상으로 부하

에 전력을 전달하는 동작 임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그림 3.12의 모델링과 식 (3.6) ~ (3.8) 을 이용하여 각 전력 변환 

시 인버터 게이트 신호에 대한 공진 전류의 비대칭성을 확인해 보면 그

림 3.13과 같다. 그림 3.13 는 DC-A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 푸

시-풀 형태 [3], [45] 에 대해서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가 180 도를 기

준으로 0 ~ 30 도의 위상 지연 𝛥𝜙(= 𝜙 − 𝜙 ) 에 대한 공진 전류의 위

상 차이 𝛥𝜃(= 𝜃 − 𝜃 )와 각 공진 전류의 크기를 도시하였다.  

𝑚 는 공진 네트워크의 임피던스에 대한 부하 임피던스의 비율이며 아래 

(3.9)와 같이 정의한다. 𝜔 는 인버터의 동작 주파수 (기본파 주파수) 

이다.  

그림 3.14은 본 연구인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에 대해서 

 𝑚 =  
𝑍 (𝜔)

𝑍 (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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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게이트 신호가 0 도를 기준으로 0 ~ 30 도의 위상 지연 𝛥𝜙(=

𝜙 − 𝜙 ) 에 대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𝜃 − 𝜃 ) 와 각 공진 전

 
(가) 

 
(나) 

 
(다) 

 

그림 3.13 DC-A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𝑚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𝛥𝜙 = 18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다) 𝛥𝜙 = 18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초기 조건에 대해서 (𝛥𝜙 = 180 일 때) 공진 전류 크기는 동일 𝐼 = 𝐼  

[o ]

[o ]

[o ]



 

 56

류의 크기를 도시하였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를 가지는데 그림 3.13의 경우 

 
(가) 

 
(나) 

 
(다) 

 

그림 3.14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𝑚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다)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초기 조건에 대해서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크기는 동일 𝐼 = 𝐼  

0
0

1007.5

90

1015

m
x

122.5

180

30[o ]

[o 
]

1007.5

0.1

1015

m
x

1

122.5

10

30[o ]

1

1007.5
1015

m
x

10

122.5

50

30[o ]



 

 57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과 관계없이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그림 

3.13 (가))은 항상 180 도를 유지하며, 각 공진 전류의 크기 (그림 

 
(가) 

 
(나) 

 
(다) 

 

그림 3.15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𝑚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다)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초기 조건에 대해서 (𝛥𝜙 = 0 일 때) 공진 전류 크기는 동일 𝐼 = 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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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나), (다))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그림 3.14의 경우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과 𝑚 에 따라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는 𝛥𝜃  (그림 

3.14 (가))은 0 도에서 180 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변곡점이 존재하며,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공진 전류의 크기 (그림 3.14 (나), (다))가 변하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류 위상의 경우 𝑍 이 유한한 

값을 가질 경우, 그림 3.14 (가)의 특성을 가지며, 𝑍 의 증가에 따라 𝑚

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지면, 그림 3.13 (가)와 같은 특성

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인버터 단의 소자들의 비대

칭과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은 DC-AC 전력변환 보다 정류기를 구동

하는 DC-DC 전력 변환의 특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각 

설계 조건에 따라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와 순환 전류 특성이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그림 3.15은 고정된 𝑚 값에 대해서 𝛥𝜙 − 𝛥𝜃 평면과 𝛥𝜙 − |𝐼 |, |𝐼 | 평

면에 평행하게 그림 3.14의 그래프를 잘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15 

(가)에서 볼 수 있듯이 𝑚 가 큰 값을 가지는 경우 (𝑚 > 5), 작은 𝛥𝜙

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그림 3.16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𝑚 에 따른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크기 

mx = 1.1

mx = 1.1

mx = 5

mx = 5

IM 2

IM 1

[o ]



 

 59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상 180도의 차이를 가지는 𝛥𝜙의 값이 작은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𝑚 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 (𝑚 < 1), 𝛥𝜙

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작은 기울기를 가지며, 위상 180도의 차이를 가지는 𝛥𝜙의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나), (다)는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𝑚 에 따른 공진 전류 𝐼 과 𝐼 의 크기를 도시 하였는데, 𝛥𝜙가 

0 도에서 30도까지 증가할 때, 𝛥𝜙 = 0일 때의 전류 값을 기준으로 𝐼

는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며, 𝐼 는 단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가)와 함께 살펴보면,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위상의 기울기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𝛥𝜙임을 알 수 있다. 이 공진 

전류의 크기를 𝑚 의 값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6는 

두 𝑚  값에 대해서 𝛥𝜙의 변화에 대한 𝐼 와 𝐼 의 크기를 함께 도시하

였다. 큰 값의 𝑚  값을 가지는 경우는 작은 𝛥𝜙의 변화에 대해서 𝐼 이 

급격하게 변한다. 또한 앞선 살펴본 바와 같이 위상의 변곡점과 동일한 

𝛥𝜙 값에서 공진 전류의 크기가 최소가 되고 180도의 위상 값을 가지며 

그 크기가 다시 증가한다. 반면 작은 값의 𝑚  값을 가지는 경우는 𝛥𝜙의 

변화에 대해서 𝐼 와 𝐼 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17는 본 연구인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에 대해서 

인버터의 전압 크기가 1 ~ 1.5 배 비율로 증가할 때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𝜃 − 𝜃 ) 와 각 공진 전류의 크기를 도시하였다. 이때 각 전압 

크기의 비율은 ϵ = |𝑉 |/|𝑉 | 로 정의하였다.  

앞선 위상에 대한 관찰과 동일하게 그림 3.18는 각 𝑚 값에 대해서 ϵ −

𝛥𝜃  평면과 ϵ − |𝐼 |, |𝐼 |  평면에 평행하게 그림 3.17의 그래프를 잘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18 (가)에서 볼 수 있듯이 𝑚 가 큰 값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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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𝑚 > 5), 작은 𝛥𝜙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𝑚 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가

지는 경우 (𝑚 < 1), ϵ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가) 

 
(나) 

 
(다) 

 

그림 3.17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전압 크기와 𝑚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ϵ = 1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다) ϵ = 1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초기 조건에 대해서 (ϵ = 1 일 때) 공진 전류 크기는 동일 𝐼 = 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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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작은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나), (다) 를 살펴보면, 𝑚 가 큰 값을 가지는 경우 |𝐼 |, |𝐼 |가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지고 증가하며, 𝑚 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 |𝐼 |

 
(가) 

 
(나) 

 
(다) 

 

그림 3.18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전압 크기와 𝑚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ϵ = 1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다) ϵ = 1 일 때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초기값)에 대한 𝐼 의 크기 

초기 조건에 대해서 (ϵ = 1 일 때) 공진 전류 크기는 동일 𝐼 = 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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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폭이 |𝐼 |의 증가 폭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19는 이 경

향을 좀 더 명확히 도시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𝑚 가 작은 경우 동일한 인버터 크기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서 𝛥𝜙의 변화에 대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작은 기울기를 가

지며, 𝛥𝜙 = 0인 경우에 대해서도 인버터 전압의 크기 변화 (1 < ϵ < 1.5) 

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가 작은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작은 값의 𝑚 가 작은 순환 전류 값을 가지며 

공진 전류의 제어 관점에 있어서도 유리 함을 의미한다.  

식 (3.9)의 𝑚 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작은 값의 𝑚 는 기본파 주파

수에서의 부하 임피던스가 작거나, 공진 네트워크의 임피던스가 큰 경우

를 의미한다. 먼저, 부하 임피던스는 전력 변환 시스템 혹은 부하의 동

작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 인자로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공진 네트워크의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좋은 특성을 가지는 이유를 정성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그림 3.19 인버터의 전압 크기와 𝑚 에 따른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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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46]의 output-plane 분석은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병

렬 동작에 대해서 DC 전압과 DC 전류의 관계를 출력 저항의 크기에 따

라서 설명하였다. 이 관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AC 전압원으로 모델링 

된 인버터 전압과 공진 네트워크, 그리고 공진 전류와의 관계에도 적용

할 수 있다. 먼저 AC 전압원에 대해서는 그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각 

전압원의 위상 차이 𝛥𝜙로 인해서 순시 전압 차가 발생한다. 이를 두 인

버터 전압원이 크기가 같고 위상이 𝛥𝜙 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의 페이저

도를 통해 나타내면 그림 3.20 과 같다.  

그림 3.21는 위상 차이 𝛥𝜙  에 대해서 순시적으로 전압이 𝑉 과 

𝑉 cos 𝛥𝜙 일때, 전류가 결정되는 과정을 정성적으로 나타낸다. 전압-

전류 평면에 대해서 인버터 전압의 변화에 대한 공진 전류의 변화 특성

은 𝑍 의 역수와 같다. 이 전압-전류 특성에 대해서 각 공진 전류는 식 

(3.8)의 관계를 통해 구해진 𝑉  선에 대해서 각 전압-전류가 교차하는 

점으로 결정된다. 그림 3.21 (가)와 (나)는 전압의 크기가 동일할 때 전

압의 위상과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공진 전류 크기의 차이가 결정되

 
 

그림 3.20 인버터의 전압 크기, 위상의 페이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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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정성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공진 네트워크의 임피던스 

크기가 크면, 공진 전류 크기의 차이가 작아지는, 그림 3.14 ~ 그림 

3.19의 𝑚 에 대한 전압-전류 경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한다.  

정의로부터 작은 𝑚  값을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 

 
(나) 

 

 

그림 3.21 두가지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는 경우의 인버터의 전압, 전류 특성. 

(가) 임피던스가 작을 때 (𝑍 ) (나) 임피던스가 클 때 (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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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하 임피던스의 감소 

2. 공진 네트워크의 저항 증가 

3. 공진 네트워크의 리액턴스 증가  

먼저 첫번째 부하 임피던스의 경우는 설계 요건 혹은 동작 조건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 요소로 사용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공진 네트워크

의 저항 성분 증가로 𝑚 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수동 소자의 기생 성분 이외에 추가 저항이 증가할 경우 손실이 커

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공진 네트워크의 리액

턴스 증가는 손실이 증가하지 않고, 직렬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

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정할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𝑚 를 작게 가져가기 위해서 공진 네트워크의 리액턴스를 이

용한다.  

기본파에서의 공진 네트워크의 리액턴스는 또 다시 공진 주파수를 바꾸

는 방법과 동일한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바꾸는 두가지 방법

이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𝑚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𝐿 과 𝐶 의 공진 주파수 𝜔 와 인버터의 기본

파 주파수 𝜔 간의 비율을 𝑟이라고 하고, 공진 네트워크가 구동하는 부

하 임피던스가 저항성 일 때, 공진 네트워크의 특성 임피던스 𝐿 /𝐶 와 

부하 저항 𝑅 의 비율을 𝑄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𝐿 과 𝐶 은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𝑄 =
1

𝑅

𝐿

𝐶
 (3.10) 

 𝑟 =
𝜔

𝜔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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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식 (3.9)의 𝑚 를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설계 인자인 𝑚 는 공진 주파수와 인버터의 기본파 주파수의 비

율인 𝑟과 𝑄 로 표현할 수 있다. 공진 주파수가 기본파 주파수에 대해서 

유도성이라고 할 때, 작은 𝑚 를 위해서는 𝐿 을 키우거나, 𝑟이 작아 짐으

로써 달성 가능함을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버터 설계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많은 경우에 Class EF2 네트

워크 설계 과정에서 공진 네트워크는 유도성으로 설계 된다 [3], [36]. 

네트워크가 유도성 이라면, 𝑟 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그림 3.22는 𝑟 = 일 때 𝑟 의 변화에 대한 𝑟 와 𝑚 의 값을 도시하

였다. 먼저 그림 3.22 (가)를 보면 𝑚 = 1을 달성하고자 할 때, 𝑄 이 작

을 수록 𝑟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𝑚 는 𝑄 과 𝑟 의 두가지 자

유도로 결정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의 설계 요소는 

인버터 설계에 사용되어야 한다[3], [36]. 또한 응용 분야에 따라서 큰 

 𝐿 =
𝑄 𝑅

𝑟𝜔
 (3.12) 

 𝐶 =
1

𝑄 𝑅 𝑟𝜔
 (3.13) 

 

𝑚 =  
𝑍 (𝜔)

𝑍 (𝜔)
  

=
𝑅

𝑗𝜔
𝑄 𝑅
𝑟𝜔

+ 𝑗𝜔
1

𝑄 𝑅 𝑟𝜔

 

=
1

𝑄
1 − 𝑟

𝑟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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𝑄 , 즉 공진 회로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히 큰 값의 공진 인

덕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은 값의 𝑟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렇지 않은 무선 충전 응용 등의 경우에는 낮은 값의 𝑟을 선택 함으로써 

𝑚 를 낮게 보장해야 한다. 그림 3.22 (나)는 𝑄 과 𝑟에 대한 관계에 대

 
(가) 

 
(나) 

 

그림 3.22 𝑟 의 변화에 대한 𝑟 와 𝑚 의 값. 

(가) 𝑄 =1과 5 일 때 

(나) 𝑄 가 0.1에서 10까지 변할 때의 𝑚   

r x

m
x

QR=1 일 때 mx 

QR=5 일 때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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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자세히 도시하고 있다. 응용 분야의 특성과 인버터의 설계를 고려

하고 적당한 𝑚 의 범위를 선정한 후에 𝑄 과 𝑟이 선정되면 식 (3.12)와 

(3.13)으로 공진 네트워크의 소자 값이 결정된다. 부하 조건 및 설계 요

건을 바탕으로 한 실제 설계는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69

제 4 장 공진형 능동 정류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 범위 증가 

 

앞 장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사용하여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

용한 순환 전류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설계 인자 𝑚 는 부하 임피던

스에 대해서 인버터와 공진 네트워크로 구성된 입력 단의 임피던스가 클

수록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순환 전류 분석에 대해서 부하가 

저항성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서 MHz 이상으로 동

작하는 공진형 정류기 회로는 순수한 저항성의 경우보다 리액턴스 성분 

(유도성 혹은 용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12], [32], [33], 

[35], [41], [47]. 본 장에서는 공진형 정류기의 임피던스 특성에 따른 

공진 전류의 순환 전류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3장에서의 결론이 유효한

지 확인한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하여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를 증가 시킬 

경우 정류기로 유입되는 전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증가된 전력은 동일 부하에 대해서 공진형 정류기의 

출력 전압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정류기를 구성하는 병렬 커패시턴스의 

소자 값 변동을 야기한다. 정류기의 병렬 커패시턴스는 정류기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 요소인데, 이 소자 값의 변동은 정류기의 임피던

스 특성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력의 크기에 따라서 정류기의 임

피던스 특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정류기의 임피던스의 가변은 다시 말하면 정류기의 입력 전압과 입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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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위상 차이의 가변을 의미한다. 인버터 단의 순환 전류 특성의 분석 

결과와 전력의 변화로 인한 임피던스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연구

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4.1 공진형 정류기 입력 임피던스 특성에 따른  
공진 전류의 순환 전류 특성 

 

3장에서는 직렬 인버터 입력을 가지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기의 

특성에 대해서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가 저항성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공진형 정류기의 경우 등가 임피던스는 

저항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출력 인덕터를 choke로 사용하는 

Class E 싱글 엔디드 정류기의 경우 용량성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가

지며, 출력 인덕턴스의 값을 작게 설계 할 경우 임피던스의 자유도를 가

진다 [12], [32], [33], [35], [41], [47].  

본 절에서는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특성에 따른 제안하는 구조의 

특성을 확인한다. 첫번째로 다중 인버터 구조에서의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특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며, 두번째로 Class EF2 인버터의 

동작 특성과 관련한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특성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넓은 범위의 부하 혹은 입력 전압 변동에 대한 전

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변동과 관련한 정류기의 특성 요구 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의 최적 특성을 

만족하기 위한 능동 공진형 정류기를 제안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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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공진형 정류기 입력 임피던스에 따른 직렬  
인버터 구동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 확인  

 

3 장에서는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특성이 저항성일 경우에, 공진 

네트워크를 포함한 리액턴스 성분과 부하 저항의 비율에 따른 순환 전류 

특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𝑚  라는 설계 인자로 정의하고 𝑚 < 2 인 

경우에서 순환 전류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항에서는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특성이 저항성에서 벗어날 경우에 순환 전류 특성을 

 
 

 

그림 4.1 공진형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 (𝑍 = 𝑅 + 𝑗𝑋 )를 고려한 다중 

인버터를 구동하는 DC-DC 공진형 전력변환 회로의 등가 회로  

LR2 CR2

Z2

Vinv1 (t)

LR1 CR1

Z1

iR2

iR1

Vinv2 (t)

VRL

RL + jXL

공진형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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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이에 대한 설계 요구 사항을 확인 한다.  

그림 4.1은 공진형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를 고려한 다중 인버터

 
(가) 

 
(나) 

 
(다) 

 

그림 4.2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

연 𝛥𝜙 과 𝑋 /𝑅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Δθ 

(나)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다)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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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동하는 DC-DC 공진형 전력변환 회로의 등가 회로이다. 공진형 

정류기는 동일 출력 부하 저항에 대해서 동작 조건에 따라서 임피던스 

특성이 변동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기존 저항성으로 분석한 3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정류기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예상 

할 수 있다.  

공진형 정류기의 등가 입력 임피던스에 대해서 기본파에서의 리액턴스 

성분 크기를 저항 성분으로 나눈 값을 𝑋 =
( )

  라고 하면, 

𝑋 에 따른 제안하는 구조의 순환 전류 특성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3은 각 𝑋 값에 대해서 𝛥𝜙 − 𝛥𝜃 평면과 𝛥𝜙 − |𝐼 , 𝐼 | 평면에 평행하

게 그림 4.2의 그래프를 잘라 도시한 것이다. 𝑋 의 절대값이 커질 경우, 

즉 리액턴스 성분이 커질 경우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가 동일 전압의 위

상 차이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가지 주목

할 부분은 1) 𝑋 의 부호가 음의 값을 가지는 즉 용량성의 임피던스 특

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𝛥𝜃/𝛥𝜙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 그리고 2) 

𝛥𝜙의 변화에 따른 𝐼 , 𝐼  공진 전류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순

수한 저항성에서 용량성 (10 도 이내)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라는 것이

다.  

첫번째 경우, 그림 4.2 (가)와 그림 4.3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압의 

위상 차이 𝛥𝜙 에 대한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의 방향성은 부하의 임피

던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용량성의 경우 전류가 전압에 앞서기 

때문에 기존의 저항성 혹은 유도성의 특성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도성의 특성이 커질수록 그 경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장에서 다룰 위상 제어를 고려하였을 때, 𝛥𝜙  의 변화에 따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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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혹은 크기의 변화에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압의 위상 제어를 

통한 전류의 크기 혹은 위상 제어 시 부하의 임피던스 특성에 따라서 반

 
(가) 

 
(나) 

 
(다) 

 

그림 4.3 DC-DC 공진형 전력변환 (𝑍 ≠ ∞)의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

연 𝛥𝜙 과 𝑋 /𝑅 에 따른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다)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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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특성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두번째의 경우, 그림 4.2 (나), (다)와 그림 4.3 (나), (다)에서 알 수 있

듯이 𝛥𝜙의 변화에 따른 𝐼 , 𝐼  공진 전류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큰 경우

는 순수한 저항성에서 약간의 용량성의 특성으로 치우친 경우이다. 이는 

공진 회로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버터

는 Class EF2 구조로서 공진 회로를 포함한 인버터의 드레인-소스 단의 

임피던스 특성이 유도성이어야 하고, 따라서 공진 네트워크의 공진 주파

수는 기본파 주파수보다 작은 값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진 네트워

크의 커패시터는 DC 차단 역할만을 수행하고, 공진 회로의 유효 임피던

스는 인덕터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의 커패시턴스 성분이 있

는 조건에 대해서 최소값을 가질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다루었던 𝑚 에 대한 경향성과 동일하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4.4를 보면, 𝑋 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에 대

해서는 𝛥𝜙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

 

 
 

그림 4.4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위상 지연 𝛥𝜙 과 𝑋 /𝑅 에 따른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크기 

IM 2

IM 1

XL  / RL=-0.02

XL  / RL=-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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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  / R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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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𝛥𝜙의 변화와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크기의 차이 간의 상관관

계가 분명함을 알 수 있고 이를 제어로 활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𝑋 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𝛥𝜙 의 변화에 대해서 공진 전류 𝐼 , 

𝐼 가 모두 증가하며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𝛥𝜙를 이용해서 

공진 전류 𝐼 , 𝐼 의 순환 전류 특성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제안하는 구조의 순환 전류 특성과 관련하였을 때, 공진 네트

워크를 포함한 부하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본 주파수 응답 특성이 유도성

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부하는 순수한 저항성 혹은 작은 크기의 

용량성의 특성을 가질 때 순환 전류의 특성과 제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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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진형 정류기 입력 등가 임피던스의 변동에 대한 
Class EF2 인버터의 특성 확인  

 

본 연구의 Class EF2 인버터는 DC-DC 전력 변환을 목적으로 출력 단

의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정류기를 구동한다. Class E 싱글 엔디

드 공진형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는 동작점에 따라서 자유도를 가

지기 때문에, Class E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정류기의 설계는 앞 단의 

Class EF2 인버터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 분석 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

는 먼저 Class EF2 인버터의 특성이 부하 임피던스의 변동에 따라서 어

떤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림 4.5은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를 고려한 Class EF2 

인버터의 등가 회로이다. Class EF2 인버터의 고조파 동조 특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𝑍  와 𝑍 의 병렬 연결로 인한 𝑍  의 적절한 주파수 

응답 특성에 의존한다 [36].  

 

 

 
 

 

그림 4.5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를 고려한 Class EF2 인버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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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과 그림 4.7은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양의 허

수부와 음의 허수부 변화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 등가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도시하였다.  

 
(가) 

 
(나) 

 

 

그림 4.6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양의 허수부 증가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 등가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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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36]과 같이 Class EF2 인버터 설계는 기본파 주파수에서 유

도성을 가지고 약 +40 도의 위상을 가지며, 기본파와 3차 고조파의 크

기는 약 6 dB의 차이를 가져야 하며, 이는 그림 4.6과 그림 4.7의 허수

부가 0인 조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가) 

 
(나) 

 

 

그림 4.7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음의 허수부 증가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 등가 회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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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4.6을 보면,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양의 허수

부가 증가 할 경우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파 위상이 +40 도에서 0 도로 감소한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보면,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음의 허수부가 

증가 할 경우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파 위상은 +40 도에서 -30 도까지 감소한다. 두 경우 

모두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의 변동에 따른 3 고조파 주

파수 응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는 직렬 공진 회로의 큰 Q 인자로 

인해서 정류기 단의 특성 변화 중 기본파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만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4.6과 그림 4.7의 주파수 응답은 Class EF2 인버터의 시간축에서

의 특성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먼저 양의 허수부 증가로 인한 기본파

의 주파수 응답 크기의 증가는 시간 축에서 3 고조파의 영향이 감소 됨

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파 위상이 +40 도에서 0 도로 감소 함

은 인버터 전압이 유도성에서 저항성으로 변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지연은 소프트-스위칭 특성을 저하시킴을 예상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의 허수부 증가로 인한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 크기의 감소는 

시간축에서 3 고조파의 영향이 증가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역시 기본파 

위상이 +40 도에서 - 30 도로 감소하는데 이는 양의 허수부가 증가하

는 경우보다 더 큰 위상의 지연을 야기하고 소프트-스위칭 특성이 상대

적으로 더 크게 저하 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림 4.8는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 전압의 시간축 변화를 도시 하였다. 양의 허수부 증가는 그

림 4.6의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 크기의 증가로 인해서 3 고조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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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 되었고, 위상 지연으로 인하여 하드-스위칭이 발생한다. 또한 

음의 허수부 증가는 기본파의 주파수 응답 크기의 감소로 인하여 3 고

 
(가) 

 
(나) 

 

그림 4.8 Class E 정류기의 입력 등가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 

전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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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의 영향이 증가하는데, 위상의 지연이 크게 작용하여 인버터 전압의 

최대값이 증가하고, 하드-스위칭이 크게 발생한다.  

기본파에서의 위상 지연과 기본파, 3 고조파의 크기 차이는 전력 스위치

가 켜지는 시점 직전의 전압 형태를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경우 음의 기울기를 가지며 영의 기울기로 수렴하는 전압의 형태에 대해

서, 양의 허수부 증가는 그 추세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 반면 음의 허

수부 증가는 큰 위상 지연과 3 고조파의 증가로 인해서 전압의 기울기

가 음에서 양의 값으로 반전 되기 때문에 스위치의 ON 시점에 높은 값

의 전압 값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심각한 하드-스위칭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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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개요 

 

3장의 직렬 공진형 인버터는 입력 전압 동작 범위의 효율적인 증가를 

활용하여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전력 확장성을 도모 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진형 정류기를 구성하는 

WBG 전력 스위치의 특성은 동작 범위의 변동에 따라서 커패시턴스 특

성이 변동하며 이는 공진형 정류기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 임피던스 특성의 변동은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에 대한 정류기의 

전압의 위상을 변동시킨다. 정류기의 임피던스 특성은 유효 전달 전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4.9와 같이 저항성의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는 경우 정류기의 입력 전류와 전압은 동상이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출력 전력이 지수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그림 4.9 정류기의 입력 위상 특성에 따른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전압

에 대한 출력 전력 특성  

전구간에서 동상

최대 30 도

최대 45 도

최대 60 도

최대 80 도

최대 10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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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위상의 값이 0에서 증가 할수록 정류기의 입력 전류와 

전압의 위상 차이로 인하여 유효 전달 전력의 증가분이 작아지고 심할 

경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진형 정류기의 특성 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1) 인버터의 동작 주파수 (기본파 주파수) 가변을 

통한 정류기 특성 변경, 2) 정류기의 파라미터 (인덕턴스 혹은 커패시턴

스)의 가변을 통한 정류기 특성 변경, 3) 인버터 단의 입력에 특성 변동

을 막는 목적을 가지는 regulation 단의 추가 등이 있다.  

하지만 인버터의 동작 주파수 (기본파) 가변을 통한 방법은 각 주파수에 

대한인버터의 설계 특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진 전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진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도 함께 가변 되어야 한다. 이는 각 소

자의 파라미터 변동을 위한 추가 회로가 요구되어 비용과 복잡도가 증가

하고, 이에 대한 특성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한 복잡한 분석을 수반한

다.  

다음으로 정류기의 파라미터, 특히 커패시턴스를 가변하여 전력 스위치

의 특성 변동을 보상하는 방법은 커패시턴스를 가변하기 위한 추가 회로

가 요구되는데, 전력 경로상의 전력 스위치의 추가로 인하여 가변 커패

시턴스 역시 추가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외부 커패시터의 추가는 기

존의 설계 조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큰 값의 병렬 커패시터를 가지는 설

계 조건으로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전력 스위치의 특성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버터 단의 입

력에 동일 전압을 출력으로 하는 regulation 단을 추가하는 방법은 추가 

전력 변환 회로로 인하여 시스템의 비용과 부피, 면적의 증가를 야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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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추가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정류기 구성을 유지

하면서 스위치의 추가 동작 모드를 자유도로 활용하여 정류기의 특성을 

가변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을 제안한다. 본 정류기의 분

석은 공진 전류를 기본파로 모델링하여 진행한다. 높은 차수의 고조파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분석이 간결 해지고, 공학적인 통찰력을 제

공한다. 동시에 분석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조건을 제시하고 

 
 

그림 4.10 전류 구동형 Class E 정류기의 수동 정류, 동기 정류 동작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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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의 실험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동작을 제안하기에 앞서 전류 

구동형 공진형 정류기의 동작과, 동기 정류기, 그리고 능동 정류기의 동

작에 대해서 먼저 기술한다. 그림 4.10는 전류 구동형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수동 정류와 동기 정류의 전압, 전류 파형을 각각 도시하였다. 

 
 

그림 4.11 전류 구동형 Class E 정류기의 수동 정류, 동기 정류, 능동 정류 동

작의 전압 전류 파형 

능동 제어를 위한 
듀티 제어 (추가 자유도)

irect = iL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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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동 정류에 대해서 살펴 보면,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류기

의 전압 𝑉 는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 𝑖 와 출력 인덕터 전류 

𝑖 의 차이가 0 이고 부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다이오드의 전도가 끝나

고 OFF 되어 다이오드 (병렬 커패시터)의 양단에 전압이 발생한다. 병

렬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는 전압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전압의 최고점

을 지나 동일한만큼의 방전이 일어나면 다시 다이오드가 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림 4.10는 공진형 정류기의 동작 주파수가 입력 공진 전

류로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는 인버터로부터 

발생한 전압이 공진 네트워크를 거쳐서 전류 형태로 전달되고 따라서 공

진 전류의 주파수는 인버터의 기본파 주파수로 결정이 된다.  

동기 정류는 기술한 수동 정류의 동작에 대해서 다이오드가 전도되는 구

간을 전력 스위치가 대체하여 전도 손실을 줄인다. 따라서 수동 정류 동

작에서 다이오드가 전도된 구간에 대해서 전력 스위치로 인하여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파형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동작의 차이 혹은 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22], [41], [48], 

[49].  

그림 4.11은 그림 4.10의 파형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능동 정류 

동작을비교하는 파형을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능동 정류 동

작의 주요 개념은 기존의 동기 정류에서는 수동적으로 결정된 듀티 비에 

대해서 추가 자유도를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듀티 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기 정류 동작이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 𝑖 와 출력 

인덕터 전류 𝑖 의 차이가 0 이고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스

위치의 ON 구간이 이루어 졌다면, 능동 정류 동작은 입력 공진 전류 

𝑖 와 출력 인덕터 전류 𝑖 의 차이가 0 이고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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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일정 시간(추가 듀티비)이 추가 되어 게이트 신호가 인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동기 정류와는 확연한 전류,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동 정류

는 추가 자유도를 사용하여 정류기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고, 

최적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작의 능동 정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3.1 제안하는 공진형 능동 Class E 정류기 동작의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공진형 능동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대해서 자세

히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lass E 정류기

는 그림 4.12과 같이 전류 구동형 Class E 정류기이며, 따라서 정류기

의 입력은 인버터와 공진 회로를 통과한 입력 공진 전류② 𝑖 (= 𝑖 )이

다. 하나의 출력 인덕터 𝐿 와 하나의 병렬 커패시터 𝐶 , 그리고 하

                                            
② 공진형 정류기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𝑖 과 𝑖  모두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로 표기하고 이때의 𝑖 은 각 공진 전류의 총합 중 정류기의 입력 성분이다.  

 

 
 

그림 4.12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회로 𝐶 는 전력 스위치 

𝑄 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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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력 스위치 𝑄 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에 연구되었던 Class E 

정류기와 다른 점은 전력 스위치 𝑄 의 동작으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정류기의 등가 임피던스 특성을 가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4.13는 제안하는 공진형 능동 Class E 정류기의 주요 파형이다. 시

간 축의 기준은 입력 공진 전류 𝑖 (= 𝑖 )과 출력 인덕터의 전류 𝑖 이 

같아지는 시점이다. (모드 I의 시작 시점) 기존의 Class E 정류기 동작과 

달리 제안하는 동작은 스위치의 상태와 스위치의 전류 방향에 따라서 세

개의 모드로 나누어 진다. 자세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본 항의 모드 

분석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 𝑖 은 순수 정현파이며, 𝜔 의 동작 주파

 
 

그림 4.13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주요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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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𝐼 의 크기, 𝜙 의 위상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𝑖 = 𝐼 sin(𝜔 𝑡 + 𝜙 ) 

 전력 스위치 𝑄 는 이상적이라고 가정하고 (0 옴의 온-저항과 

0 V의 기생 다이오드 도통 전압, 그리고 OFF시 0 A의 누설 전

류) 동작 주파수는 입력 공진 전류의 주파수 𝜔 와 동일하다. 

 병렬 커패시터 𝐶 는 스위치 𝑄 양단의 등가 커패시턴스이며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를 포함한다.  

 출력 인덕터 𝐿 는 충분히 작은 값을 가지므로 인덕터의 전류 

리플은 고려 되어야 한다.  

 출력 단 부하 커패시터 𝐶 는 충분히 커서 출력 전압 𝑉 의 리플

은 무시 할 수 있다.  

병렬 커패시터의 전압 𝑉 과 출력 인덕터의 전류 𝑖 를 상태로 정의하

고 각 모드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드 I [0 < 𝑡 < 𝑑 𝑇 ] 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𝑑

𝑑𝑡

𝑉
𝑖

= 𝐴
𝑉
𝑖

+ 𝐵
𝑉
𝑖

𝐴 =
0 0
0 0

, 𝐵 =
0 0

− 𝜔 𝑍⁄ 0

 (4.1) 

여기서 𝜔 은 병렬 커패시터 𝐶 와 출력 인덕터 𝐿 로 구성된 공진 회

로의 공진 주파수 이며, 𝑍 는 공진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이며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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𝜔 = 1 𝐿 𝐶⁄

𝑍 = 𝐿 𝐶⁄

 (4.2) 

이어서 모드 II [𝑑 𝑇 < 𝑡 < 𝑑 𝑇 ] 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𝑑

𝑑𝑡

𝑉
𝑖

= 𝐴
𝑉
𝑖

+ 𝐵
𝑉
𝑖

𝐴 =
0 −𝜔 𝑍

𝜔 𝑍⁄ 0
, 𝐵 =

0 𝜔 𝑍

− 𝜔 𝑍⁄ 0

 (4.3) 

마지막으로 모드 III [𝑑 𝑇 < 𝑡 < 𝑇 ] 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𝑑

𝑑𝑡

𝑉
𝑖

= 𝐴
𝑉
𝑖

+ 𝐵
𝑉
𝑖

𝐴 =
0 0
0 0

, 𝐵 =
0 0

− 𝜔 𝑍⁄ 0

 (4.4) 

각 모드의 상태 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역변환을 적용한 𝑉  및 𝑖 의 

시간 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드 I [0 < 𝑡 < 𝑑 𝑇 ] 의 시간 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𝑉 , (𝑡)

𝑖 , (𝑡)
= 𝐶

𝑉 , (0)

𝑖 , (0)
+ 𝐷

𝑉
𝐼

𝐶 =
0 0
0 0

, 𝐷 =
0 0

− 𝜔 𝑡 𝑍⁄ sin(𝜙 )

 (4.5) 

다음으로, 모드 II [𝑑 𝑇 < 𝑡 < 𝑑 𝑇 ] 의 시간 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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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𝑉 , (𝑡)

𝑖 , (𝑡)
= 𝐶

𝑉 , (0)

𝑖 , (0)
+ 𝐷

𝑉
𝐼

𝐶 =
cos(𝜔 𝑡 ) 𝑍 sin(𝜔 𝑡 )

sin(𝜔 𝑡 ) 𝑍⁄ cos(𝜔 𝑡 )

𝐷 =

⎣
⎢
⎢
⎢
⎡ 1 − cos(𝜔 𝑡 ) 𝜔 𝑍

𝐾 , cos(𝜙 ) + 𝐾 , sin(𝜙 )

𝜔 − 𝜔

− sin(𝜔 𝑡 ) 𝑍⁄
𝐾 , cos(𝜙 ) + 𝐾 , sin(𝜙 )

𝜔 − 𝜔 ⎦
⎥
⎥
⎥
⎤

 

𝑡 = (𝑡 − 2𝜋𝑑 /𝜔 ) 

(4.6) 

식 (4.6)의 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
⎪
⎨

⎪
⎪
⎧

𝐾 , = −𝜔 cos(𝜔 𝑡 ) + 𝜔 cos(𝜔 𝑡 )

𝐾 , = 𝜔 sin(𝜔 𝑡 ) − 𝜔 sin(𝜔 𝑡 )

𝐾 , = 𝜔 𝜔 sin(𝜔 𝑡 ) − 𝜔 sin(𝜔 𝑡 )

𝐾 , = 𝜔 cos(𝜔 𝑡 ) − 𝜔 cos(𝜔 𝑡 )

 (4.7) 

마지막으로 모드 III [𝑑 𝑇 < 𝑡 < 𝑇 ] 의 시간 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𝑉 , (𝑡)

𝑖 , (𝑡)
= 𝐶

𝑉 , (0)

𝑖 , (0)
+ 𝐷

𝑉
𝐼

𝐶 =
0 0
0 1

, 𝐷 =
0 0

− 𝜔 𝑡 𝑍⁄ 0

 

𝑡 = (𝑡 − 2𝜋𝑑 /𝜔 ) 

(4.8) 

제안하는 능동 정류 동작의 정상 상태에서의 경계 조건은 1)영전압 스

위칭 조건, 2)전류 평형 조건, 3)전압 평형 조건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로 영 전압 스위칭을 만족하기 위한 경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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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𝑉 , (𝑑 𝑇 ) = 𝑉 , (𝑑 𝑇 ) = 0 (4.9) 

다음으로 정상 상태에서 전류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출력 인덕터 전류

와 출력 전류 간의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1

𝑇
𝑖 (𝑡) 𝑑𝑡 = 𝑖  (4.10)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에서 전압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인버터 전압과 

출력 전압 간의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1

𝑇
𝑉 (𝑡) 𝑑𝑡 = 𝑉  (4.11) 

먼저 제안하는 능동 정류기의 모드 분석을 기준으로 정의된 시간 축 방

정식과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6개의 변수로 정의 된 3개의 식을 도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도출 과정 및 결과는 부록에 첨부 하였으며 분석

의 검증은 6장에서 진행 하여 모델링 및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류기의 주요 특성은 𝜙 , 𝑄 , 𝑀 이다. 분석을 

통하여 각 특성에 대해서 𝜔 과 𝑑 로 표현 할 수 있다. 𝜙 는 입력 공진 

전류의 위상으로 정의 하였고, 𝑄 와 𝑀 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39].  

 𝑀 =
𝑖

𝐼
 (4.12) 

 𝑄 =
1

𝑅

𝐿

𝐶
 (4.13) 

그림 4.14는 𝑑 = 0 일 때 제안하는 공진형 능동 Class E 정류기의 전

류 이득과 부하를 고려한 𝑄  인자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𝜔 은 정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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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위치 동작 주파수 𝜔 에 대한 정류기를 구성하는 출력 인덕터-병렬 

커패시터의 공진 주파수 𝜔  (= 1/ 𝐿 𝐶 )이다. (𝜔 = 𝜔 𝜔⁄ ) 그림 

4.14(가)의 전류 이득 𝑀 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출력 전류에 대해서 

 
(가) 

 
(나) 

 

그림 4.14 제안하는 공진형 능동 Class E 정류기 특성. 

(가) 전류 이득 𝑀  (나) 부하 저항을 고려한 정류기의 𝑄  특성 

정류기 동작 조건: 𝑑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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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값의 공진 전류로 전력이 전달됨을 의미한다. 공진 회로가 큰 값의 

𝑄 인자를 가질 때, 인버터에서 전달되는 정류기의 입력 전력은 공진 전

류의 크기로 대변되며, 동일 저항 부하 조건에 대해서 출력 전류로 출력 

전력이 대변될 수 있으므로, 큰 전류 이득 𝑀  을 가지는 설계 조건은 

전력 변환 효율이 높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9].  

그림 4.14 (가)에 따르면 가장 전류 이득이 높은 조건은 𝑑 가 작고, 𝜔

가 큰 조건이다. 정의에 의해서 𝑄 가 큰 경우, 𝑑 가 작기 때문에 𝜔

와 𝑄 가 큰 조건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𝜔 와 𝑄 를 크게 설

계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번째로 𝑑  값

이 작아 질수록 정류기 전압의 최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력 스위치의 

정격 전압이 고려 되어 𝑄 가 설계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식 (4.12), 

(4.13)에 의해서 정류기의 출력 인덕턴스가 큰 값으로 유지되면서 병렬 

커패시턴스 값이 아주 작아야 하는데, Class E 정류기의 병렬 커패시턴

스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공진 회로에 포함 시키기 때문에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의 소자 값 범위를 고려하여 병렬 

커패시턴스의 설계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4.13의 제안하는 동작의 주요 파형을 다시 상기해 보면, 𝑑 의 증가

에 따라서 전압의 위상 지연이 발생할 것임을 정성적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정량적인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𝑑 의 변화에 따른 정류

기의 기본 특성이 먼저 도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림 4.13의 동

작을 만족하는, 즉 각 𝑑 의 값에 대한 정상상태에서의 ZVS 조건을 만족

하는 𝑑 를 도출해야 한다. 𝑑 과 𝑑 의 관계는 𝑄 가 𝑑 의 변동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정의를 활용하여 수치적으로 도출된다.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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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다루며 본 장에서는 결과만을 활용한다.  

그림 4.15와 같이 정류기의 기본파에서의 등가회로를 표현하면, 정류기 

입력 등가 임피던스는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류와 정류기 기본파 전압 

성분의 위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진 전류는 순수 정현파로 가정하며, 

정류기 기본파 전압 성분의 크기 |𝑉∗ |와 위상 𝜃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𝑖 = 𝐼 sin(𝜔 𝑡 + 𝜙 ) (4.14) 

 
|𝑉∗ | = 𝑉 , + 𝑉 ,  

(4.15) 

 
𝜃 = tan

𝑉 ,

𝑉 ,
 

(4.16) 

 
𝑉 , =

1

𝑉

2

𝑇
𝑉 (𝑡) sin(𝜔𝑡 + 𝜙 ) 𝑑𝑡 

(4.17) 

 
 

그림 4.15 Class E 정류기의 기본파 전압 성분과 전류 이득을 설명하는  

등가 회로 

irec

 
𝑟𝑒𝑐𝑡
∗

𝑟𝑒𝑐𝑡
∗

𝑟𝑒𝑐  

공진 
정류기 iOi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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𝑉 , =

1

𝑉

2

𝑇
𝑉 (𝑡) cos(𝜔𝑡 + 𝜙 ) 𝑑𝑡 

(4.18) 

특히 𝜃 의 특성은 능동 정류를 통한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의 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림 4.16은 𝑑 = 0인 경우에 대해서 제안하는 정류기 동작의 전류 이

득 𝑀 과 위상 특성 𝜃 을 함께 도시하였다. 그림 4.15의 기본파 모델

링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듯이 저항성의 특성을 가지는 𝜃 = 0인 설계

선에 대해서 전류 이득이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7은 입력 임피던스 특성에 따른 Class E 정류기의 입력 전압, 

 
 

그림 4.16 전류 이득 𝑀 과 기본파 위상 𝜃  특성  

정류기 동작 조건: 𝑑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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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파형의 예시 파형이다. 파형으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압과 전류

의 위상 차이에 따라서 전달되는 전력의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으며, 동작 범위의 증가에 따라서 병렬 커패시턴스가 가변 

하게 되면, 각 동작 조건에 따라서 저항성에서 벗어난 임피던스 특성으

로 인하여 최대 전력 전달을 달성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8는 능동 동작을 통한 위상의 저항성 유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

해를 목적으로 동작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 점과 위상 특성의 이동

을 도시하였다. 그림 4.18(가)의 기본파 위상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𝑑  보다 상대적으로 𝜔 에 의존적 임을 알 수 있다. 𝜔 = 1  인 선을 

기준으로 𝜔 < 1 인 구간은 항상 위상이 음의 값을 가지고, 𝜔 > 1 인 

 
 

그림 4.17 입력 임피던스 특성에 따른 Class E 정류기의 입력 전압, 전류 파형

의 예시  

저항성의 전압-전류 관계를 가지는 
Class E 정류기 파형

용량성의 전압-전류 관계를 가지는 
Class E 정류기 파형

유도성의 전압-전류 관계를 가지는 
Class E 정류기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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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은 위상이 음과 양의 모든 값을 가지는데, 1보다 큰 값의 𝜔 를 설

계 조건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임피던스를 얻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림 4.18 (가)는 𝑑 이 0 인 초기 설계 조건이 저항성의 

 
(가) 

 
(나) 

 

그림 4.18 능동 정류를 통한 위상 특성의 보상 과정.  

(가) 𝑑 = 0 일 때, 𝐶  감소로 인한 동작 조건의 변동 (저항성유도성) 

(나) 𝑑 > 0 일 때, d  증가로 인한 동작 조건의 변동 (유도성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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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질 때, 입력 전압의 증가로 인하여 위상 특성이 변동하는 경우

이다.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감소함을 상기해 보면, 

정류기의 공진 커패시턴스의 감소는 정의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증가

하고, 특성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𝜔 가 증가하고 𝑑 가 감소하여 

그림 4.18 (가)의 그래프에서 좌상향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8 (나)

의 그래프는 𝑑 의 양(+)의 방향으로의 증가로 인하여 위상 특성이 용량

성으로 가변 하고, 이때의 설계 점은 하향함으로써 저항성의 특성으로 

보상되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이는 앞선 정성적인 예측과 같이 𝑑 의 증

 
 

그림 4.19 𝑑 = 0 일 때, 정류기 위상 특성 𝜃 을 고려한 𝑄  특성. 

정류기 동작 조건: 𝑑 = 0.0 

 

영역 A: 𝜃 > 0, 𝑄 > 1 

영역 B: 𝜃 < 0, 𝑄 > 1 

영역 C: 𝜃 > 0, 𝑄 < 1 

영역 D: 𝜃 < 0, 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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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서 위상이 용량성으로 이동하고 위상이 음(-)의 방향으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한 것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설계 조건에서 정격 조건으로 갈수록 좌 상향 하여 

유도성의 임피던스 특성을 가지며, 이에 대해서 능동 정류기 특성을 이

용하여 위상 특성을 보상한다. 그림 4.18에서 𝑑 의 증가는 정류기의 임

피던스 특성을 용량성으로 변환 시켜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𝑑 의 변화에 대한 정류기의 특성은 초기 설계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류기의 설계 특성 중의 하나인 전류 이득 𝑀  특

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𝑑 을 통해서 정류기의 임피던스 

 
 

그림 4.20 그림 4.19의 각 영역에 따른 𝑑  증가에 대한 정류기 전류 이득 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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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저항성으로 보상할 수는 있지만 정류기의 전류 이득 𝑀  특성이 

나빠져서 전체 특성이 저하될것이다.  

그림 4.19은 𝑑 = 0 일 때 정류기 위상 특성 𝜃 을 고려한 𝑄  특성을 

도시하였다. 그림 4.19의 각 영역은 초기 설계 조건에 따른 능동 정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류기 위상 특성 𝜃 의 부호와 𝑄 의 크기를 

기준으로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림 4.20은 각 영역에 대해서 𝑑  

증가에 따른 전류 이득 𝑀  특성을 도시하였다. 그림 4.20을 관찰해 보

면 각 영역에 대해서 𝑑  증가에 따른 전류 이득 𝑀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먼저 정류기 위상 특성 𝜃 이 양의 값을 가지는 A 영역과 C

영역에 대해서는 𝑑  증가에 따른 전류 이득 𝑀  특성의 기울기의 부호

가 양의 값, 0, 음의 값의 모든 값이 다 나타난다. 반면 B 영역과 D영역

에 대해서는 𝑑  증가에 따른 전류 이득 𝑀  특성의 기울기의 부호가 

초기 0 혹은 음의 값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다. 이를 해석해보면, 그림 4.16, 그림 4.18의 위상 특성과 그림 4.14 

(가)의 전류 이득 특성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초기 설계 값이 최대 

전류 이득의 좌측 (A 영역과 C영역)에 위치 할 경우 𝑑  증가에 따라서 

전류 이득이 증가 할 것이며, 초기 설계 값이 최대 전류 이득의 우측 (B 

영역과 D영역)에 위치 할 경우 𝑑  증가에 따라서 전류 이득이 감소 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정류기의 𝑄 의 크기에 따라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영역의 경우 

(A 영역과 B영역)는 초기 전류 이득 값이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시작하

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영역의 경우 (C 영역과 D영역)는 초기 전

류 이득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𝑑  증가에 따라서 전류 이득 특성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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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역 혹은 C 영역이 적합하며, 높은 전류 이득 특성의 초기 설계 특

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류기의 𝑄 의 크기가 1보다 큰 값이 선택 되어

야 하므로 A 영역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너무 큰 값의 𝑄 와 𝜔  설계 조건은 큰 값의 𝐿 와 작은 값의 𝐶

가 요구된다. 특히 요구되는 𝐶 이 사용하고자 하는 전력 스위치의 출

력 커패시턴스보다 작을 경우 설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설계 조건은 A 영역에서 주어진 설계 요건을 고려하여 선택 되

어야 한다. 주어진 설계 요건을 고려한 정류기의 초기 설계와 능동 설계

를 위한 설계 가이드의 제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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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존 연구와의 특성 비교를 통한 제안하는 정류기 동

작의 특징 확인  

 

본 절에서는 4.3절에서 도출한 정류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정

류기 동작의 특징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한다. 정류기의 특성 

변동은 Class E 정류기의 병렬 커패시턴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는 GaN 

Systems 사의 GS66508T 스위치를 기준으로 외부 커패시턴스 2 nF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림 4.21는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의 유무에 

 
 

그림 4.21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의 유무에 따른 동작 영역에서의 정류기의 커

패시턴스 변동 

GaN Systems GS66508T 출력 커패시턴스 기준 

Case I: 외부 커패시턴스가 없을 때. 

Case II: 외부 커패시턴스 2 nF가 추가 될 경우.  

60 120 180
V

DC
  [V]

100

500

1000

5000

GS66508T 소자의 

COSS를 고려한 
등가 커패시턴스
(Case I)

442 pF

294 pF

2442 pF 외부 커패시턴스 
2 nF 추가 (Case II)

2294 pF

변동률: - 33.4 %

변동률: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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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동작 영역에서의 정류기의 커패시턴스 변동이다. 동일한 동작 영역

에 대해서 GS66508T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려한 정류기의 등

가 커패시턴스의 변동률은 약 33.4 %로 이는 하나의 설계 점에서 정류

 
(가) 

 
 

그림 4.22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의 유무에 따른 정류기의 특성 변동 

(가) 입력 위상 특성 𝜃  변동 

(나) 전류 이득 특성 𝑀  변동  

GaN Systems GS66508T 출력 커패시턴스 기준 

Case I: 외부 커패시턴스가 없을 때. 

Case II: 외부 커패시턴스 2 nF가 추가 될 경우.  



 

 106

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저항성으로 설계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저항성으

로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이다. 반면에 외부에 약 2 nF의 병렬 커패시턴스

를 추가하고, 해당 외부 커패시터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C0G 계열의 

MLCC라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변동률은 약 6 %정도로 감소한다.  

그림 4.22은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의 추가 유무에 따른 정류기의 특성 

변동을 도시 하였다. 그림 4.22 (가)는 정류기의 입력 위상 𝜃  특성의 

변동이다. 각 조건에 대한 위상 𝜃  특성의 변동률은 정류기의 커패시

턴스의 변동률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가 

없는 경우 약 30 도의 위상 변동률을 가지는 반면, 2 nF의 외부 커패시

턴스를 추가하는 경우 약 11 도의 위상 변동률을 가진다. 이는 기존의 

공진형 정류기 연구에서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를 추가 함으로써 동일 동

작 범위에 대해서 정류기의 위상 특성의 변동률을 줄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32], [37], [38], [44], [49].  

다음으로 그림 4.22 (나) 는 정류기의 전류 이득 𝑀  특성의 변동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부분은 외부 커패시턴스가 없는 경우 초기 전류 

이득 값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동작 영역에 따른 전류 이득의 

감소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커패시턴스를 추가하는 경우 넓은 동

작 영역에 대해서 전류 이득의 변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전류 

이득 값이 작은 단점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능동 정류 동작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림 4.23에서 설명하는 본 연

구의 정류기 특성의 개념도와 같이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를 사용하지 않

음으로써 초기 전류 이득 특성을 극대화하고, 제안하는 능동 정류 동작

을 활용하여 정류기의 위상 특성을 능동적으로 보상하고, 전류 이득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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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대화 한다.  

제안하는 정류기 동작에 대한 설계 및 이에 대한 특성 확인은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림 4.23 외부 병렬 커패시턴스의 유무에 따른 기존 동작  

및 본 연구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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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안하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능동 공진형 정류기로 구성된 제안하

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설계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싱글 엔디드 공진형 Class EF2 인버

터의 기본 동작을 확인하고, 단위 Class EF2 인버터에 대해서 설계를 진

행한다. 선행 연구되었던 Class EF2 인버터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

여 기존의 성능 수준을 확보하고, 설계 요건을 반영한 각 소자들의 특성

을 고려하여 단위 인버터의 설계 후보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인버터의 

직렬 모듈화 구현 시 실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

하고 이를 정리하여 모듈성 (modularity)을 통한 확장성을 확보한다. 특

히 대표적으로 직렬 모듈화 시에 발생하는 기생 성분 (인덕턴스) 에 대

한 고찰과 직렬 연결 구성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과 4

장에서 진행한 분석을 이용해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설계하고 설계 조건

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능동 공진형 정류기는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초기 설계를 

진행하고, 실제 동작 조건의 변동을 고려한 동작 조건에서의 최적 특성

을 가지는 능동 정류 동작을 위한 듀티 비와 전류 이득에 대해서 확인 

후 설계 조건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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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버터의 설계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싱글 엔디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대표

적으로 Class E, Class F, Class EF 등의 구조가 있다. Class E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적은 소자 개수로 영 전압 스위칭을 통한 최소 스위칭 

손실 구현이 가능하고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터를 공진 회로에 포함 

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전력 변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력 스위치에 인

가되는 전압의 최대값이 입력 전압 기준 약 3 ~ 5 배에 이르고, 부하 조

건의 변화에 대한 동작 특성의 의존성이 크다. Class F 공진형 전력 변

환 회로는 고조파 동조를 이용하여 전력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조 

할 수 있어서 스위치의 정격을 고려한 소자 선정에 유리하다. 이론적으

로 무한대의 고조파 동조를 통해 입력 전압의 약 2배의 최대값을 가지

는 구형파 형태로 변조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수 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수동 소자의 개수가 증가하고,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려하

였을 때에 고주파로 갈수록 특성에 제한이 있다[3], [12], [14], [42], 

[44]. 

Class EF 전력 변환 회로는 Class E 와 Class F 전력 변환 회로의 장점

을 결합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44]. 전력 스위치의 

드레인 전압 또는 전류에 대해서 특정 고조파 구성 요소를 선택적으로 

동조하는 Class EF 혹은 Class E/F (EF-1) 전력 변환 회로는 Class E 

회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드레인 전압 또는 전류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고조파 동조에 활용 할 수 있

다 [3], [14], [36]. Class E 전력 변환 회로와 비교 하였을 때, 한 쌍의 

인덕터-커패시터 만을 추가하여 인버터 전압의 형태를 변조 할 수 있고, 

부하 조건 및 동작 조건의 변동에 강건한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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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인버터 단에 Class EF2 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Class 

EF2 구조를 본 연구의 인버터 단의 구조로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 한다.  

 

5.1.1 Class EF2 인버터의 기본 동작 및 설계 

 

단위 Class EF2 인버 터의 설계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졌다 [3], 

[14], [36]. 그림 5.1 (가)는 Class EF2 (혹은 Class 𝜙  [36])인버터의 

기본 구조이며, 그림 5.1 (나)는 스위치 OFF시 회로이다. Class EF2 의 

전력 스위치 양단 전압의 형태는 스위치 OFF시 양단에서 바라본 네트

워크 주파수 응답의 극점과 영점 위치에 의존한다 [36]. 기본파와 3차 

 
(가) 

 

 
(나) 

 

 

그림 5.1 Class EF2 공진형 인버터. 

(가) 기본 구조 (나) 스위치 OFF 시 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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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 근처에 극점을 가지고, 2차 고조파에 영점을 가질 경우, 인버터 

전압은 약 2 ~ 2.2 배의 최대값을 가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를 가진

다. 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소자의 비선형 파

라미터와 보드 상의 기생 성분 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영향이 크며, 이

를 고려한 튜닝(주파수 동조(同調), harmonic tuning)) 이 설계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Class EF2 공진형 인버터는 아래의 식을 시작으

로 설계 점을 정하고 회로의 환경 및 설계 요건에 따른 특성의 최적화는 

𝐶 의 값을 이용해서 튜닝한다 [36]. 

 𝐿 = (9𝜋 𝑓 𝐶 )  (5.1) 

 𝐿 = (15𝜋 𝑓 𝐶 )  (5.2) 

 𝐶 = (15𝐶 ) 16⁄  (5.3) 

식 (5.1) ~ (5.3)은 Class EF2 공진형 인버터를 구성하는 𝐿 , 𝐿 , 𝐶 가 

𝐶 로 표현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6.78 MHz의 고주파 동

작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인버터의 직렬 모듈화 연결 시 인버터의 구현 

상의 기생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보상하는 데에 유용하

다.  

그림 5.2 (가)은 Class EF2 공진형 인버터의 각 수동 소자의 값과 𝐶

의 관계에 대해서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인덕턴스(𝐿 , 𝐿 ) 값

은 수십 nH에서 수백 nH이기 때문에 공심 인덕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파수와 전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철손의 영향을 

제거 할 수 있다 [19]. 그림 5.2 (나)는 상용화된 공심 인덕터의 제조사 

별 소자 값이다.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그림 5.2 (가)의 각 소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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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4개의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그림 5.2 (가)의 가로축 𝐶

의 최소값은 사용하는 전력 스위치의 동작 범위에서의 출력 커패시턴스 

 
(가) 

 
(나) 

 

그림 5.2 (가) Class EF2 공진형 인버터의 𝐶  에 따른 수동 소자 값  

(나) 상용화된 공심형 인덕터의 제조사별 정격 전류와 인덕턴스 값 

Target design area Small LinvSmall Cinv

Large Linv 설계점 (Linv ,Cinv)

= (203 nH, 1.2 nF)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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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 의 값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스위치 

(GS66508T)의 전압에 따른 출력 커패시턴스 𝐶  특성 (그림 1.5)을 고

려하였을 때 1 nF 이하의 값을 가지는 𝐶 의 설계 조건은 설계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 (A, B 영역) 이 영역은 전력 스위치의 특성과 관련이 있

기 때문에 동일 구조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전력 스위치의 사용을 

통해 작은 값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가진다면 영역의 경계는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𝐶 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작아진 용량성 소자들(𝐶 , 𝐶 )

때문에 유도성 소자들(𝐿 , 𝐿 )의 파라미터가 커져야 함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 (A 영역)  

그림 5.2 (가)의 A 영역은 그림 5.2 (나)와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인버터 설계는 직렬 연결을 통한 입력 동작 범위의 확장성이 목적이며, 

이는 3장에서 각 소자 값들의 대칭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각 소자들

의 대칭성을 설계 목표 내에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5.2 (나)와 같이 상용화된 공심 인덕턴스의 값과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5.2 (가)의 A 영역은 상용화된 

인덕턴스들의 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도성 소자들의 현실적인 조합 

값으로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D 영역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𝐶 로 인하여 아주 작은 값의 유도성 소자 값은 설계 후보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2 (가)와 같이 𝐶 의 값이 1 ~ 7 nF의 범위를 가지는 C 

영역을본 연구의 인버터의 설계 후보 영역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 영역의 설계 값 내에서 인버터의 입력 인덕턴스 𝐿 를 큰 값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설계 값을 선정하였다. (𝐿 = 202 nH, 𝐶 = 1.2 nF) 이 

설계 방향은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의 전압 변화에 대한 소자 

값 변화의 비선형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입력 인덕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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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리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입력 인덕터 전류의 RMS 전류 

값을 최소화 하여 이와 관련한 전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직렬 연

결 시 입력 커패시턴스의 전압 리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입력 커

패시턴스의 설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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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직렬 모듈화 연결의 실제 구현 시 고려 사항 

 

본 항에서는 설계된 인버터를 바탕으로 직렬 모듈화를 통해서 직렬 연결

을 목적으로 할 때, 실제 구현 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진행된 분석을 검토한다. 직렬 모듈화 연결의 실제 구현 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직렬 연결 시 각 인버터의 입력 DC 전압과 공진 전류와의 관계  

- 직렬 연결 시 발생하는 기생 인덕턴스의 고주파 동작에서의 영향  

 

 
(가) 

 

 
(나) 

 

 

그림 5.3 제안하는 직렬 인버터의 단위와 모듈화 구성.  

(가) 직렬 인버터의 모듈화를 위한 인버터 단위  

(나) 2 단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정류기, 부하를 연결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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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가)는 직렬 인버터의 모듈화를 위한 인버터 단위이다. 각 인

버터 모듈은 입력 (+), (-)과 출력 (+), (-)를 가지고 있다. 해당 모듈

을 활용해서 인버터의 병렬, 직렬 구성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직렬 연결을 위해서 각 단의 출력 (+) 단자는 공유하여 동상

의 공진 전류를 정류기에 전달하고, 입력 단자는 직렬 연결하여 인버터

의 입력 전압 동작 범위를 확장한다. 그림 5.3 (나)는 2 단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정류기, 부하를 연결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구

성도이다.  

그림 5.3 (나)의 2 단 직렬 구성은 하나의 입력 전원 𝑉 가 인가되어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 𝑉 , 𝑉 가 결정된다.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 𝑉 ,

𝑉 가 결정 되는 과정은 그림 5.4의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결정하는 

DC 전류의 경로로 이해 할 수 있다.  

인버터의 입력 커패시터 𝐶 는 DC 차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DC 전류

는 입력 인덕터 𝐿 을 통해 흐른다. 또한 정상 상태에서 공진 네트워크 

및 수동 소자의 평균 전류는 0 이므로 DC 전류는 모두 전력 스위치로 

 

 

 

그림 5.4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 VDC1, VDC2 을 결정하는 DC 전류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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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른다. (2.3.1 절 참고)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 인버터의 입력 전류 

𝐼 와 인접한 인버터의 그라운드 전류 𝐼 는 같다 (그림 5.4). 하지만 

실제 구현의 경우 각 인버터를 구성하는 소자의 비대칭성과 연결 상의 

임피던스 차이, 그리고 게이트 신호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각 인버터가 

전달하는 전력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입력 전류의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차이만큼의 전류로 인하여 각 인버터에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이상적인 전압 (2단의 경우 입력 전압의 절반)과 달라진다.  

이를 먼저 정성적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 전압을 가지는 각 인

버터에 대해서 한쪽의 인버터의 공진 전류가 어떤 이유로 커지는 경우 

(예: 게이트 신호의 위상 차이에 대해서), 해당 인버터의 전력의 증가로 

인한 𝐼 가 커지고,해당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낮아지며, 따라서 입력 

전원을 공유하고 있는 반대쪽 인버터의 입력 전압은 높아질 것이다. 달

라진 입력 전압에 대해서 그림 3.17과 그림 3.18의 관계를 통해 공진 

전류의 위상과 크기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는 각 인버터가 전달하는 전

력이 바뀌며 이는 평형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여기서 평형 조

건은 각 인버터의 DC 전류의 차이가 0이 되는 조건이며, 이는 게이트의 

 

 

 

그림 5.5 2 단 직렬 모듈화 연결의 실제 구현 시  

전력 전달 경로상의 기생 인덕턴스 (𝐿 , 𝐿 , 𝐿 )를 포함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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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입력 DC 전압, 공진 전류, 입력 DC 전류와의 관계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모의 실험은 6장에서 기술한다.  

직렬 인버터의 구현 시의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6.78 MHz의 동

작 주파수에 대해서 각 모듈 간 연결 시 발생하는 기생 임피던스에 대한 

고려이다. 그림 5.5은 2 단 직렬 모듈화 연결의 구현 시 전력 전달 경로

상의 기생 임피던스 (𝐿 , 𝐿 , 𝐿 )를 포함한 구성도이다. 𝐿 는 인버터

의 입력 (+)와 인접한 인버터의 입력 (-) 사이의 DC 전류가 흐르는 

경로 상의 임피던스이다. 𝐿 는 각 인버터의 출력 (+)에서 정류기의 입

력 (+)까지 경로 상의 임피던스이다. 𝐿 는 하단 인버터의 출력 (-)와 

정류기의 입력 (-) 경로 상의 임피던스이다.  

각 기생 성분에 대해서 본 연구의 설계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𝐿 는 각 단의 네트워크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영향을 주고, 이

 
 

 

그림 5.6 𝐿 의 값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동  

(𝐿  설계 값의 10 % 변동) 

6.78 MHz
(기본파)

13.45 MHz
(2 고조파)

20.34 MHz
(3 고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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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lass EF2 인버터의 동작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림 5.6은 𝐿

의 값에 따른 Class EF2 인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 변동을 도시하

였다. 실제 구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생 인덕턴스의 크기는 수십 

nH 에서 100 nH 수준으로써 (부록 8.3절 참고) 본 연구의 동작 주

파수(6.78 MHz)와 𝐿 , 𝐿 , 𝐿 의 인덕턴스를 고려 하였을 때 고려

가 되어야 하는 수준이다. Class EF2 의 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𝐿  

설계값 (202 nH)의 약 10 %의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𝐿 가 추가 될 

때, 2차 고조파의 영점의 위치와 3차 고조파의 주파수 응답의 크기

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값은 각 모듈간

의 연결 경로를 최소화 하여 그 값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해당 기

생 성분으로 인하여 인버터의 특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인버터의 

𝐶 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𝐶 을 감소) 보상한다.  

- 𝐿 와 𝐿 는 각 공진 네트워크의 공진 인덕턴스 𝐿  값에 영향을 

끼친다. 공진 네트워크의 특성은 직렬 인버터의 순환 전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듈화 구성 시 𝐿 와 𝐿 의 값을 

고려하여 공진 인덕턴스 𝐿  값이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각 모듈의 

𝐿 는 대칭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𝐿 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각 인버터 모듈과 정류기의 연결을 목적으로 사용된 전선들

은 6.78 MHz의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해당 기생 임피던스에 

따른 동작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설계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활

용 되었다. 각 소자의 측정 조건 및 결과 값은 부록에 첨부하였으며, 각 

전선은 형태에 따라서 측정되는 인덕턴스 값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하여

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전선에 대해서 큰 값의 인덕턴스

가 측정되었고 사용된 전선들의 인덕턴스 값은 200 ~ 50 nH 값으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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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버터 모듈의 출력 (+)는 공진 전류를 정류기에 전달하며, 이에 대

한 연결 시 𝐿 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대칭성을 확보 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길이의 대부분을 공통부분으로 공

유하였고, 각 모듈에 연결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여 작은 오차를 가지도

록 구성하여 대칭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 설계 값을 보장 하였다.  

 

5.1.3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설계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 구조의 설계는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공진 전류의 특성이 제어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적절한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순환 전류 특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항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설계를 진행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 예정인 소자들의 게이트 신호 지연 오차의 

예상 범위 확인  

2. 게이트 위상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정류기 단의 설계 조건 

확인 (3장과 4장의 분석 활용)  

3. 게이트 위상 제어를 통하여 공진 전류의 순환 전류 특성을 최

소화 하기 위한 조건 확인  

4. 1~3을 고려 및 5.1.2의 직렬 모듈화 구성 시 고려 사항 적용하

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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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은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신호 경로 상 시간 지연을 

고려한 회로이다. 각 인버터 단위는 동일한 PWM 신호로부터 다양한 경

로를 통하여 보드 및 신호 처리를 위한 회로를 거쳐 구동 회로를 통해 

전력 스위치의 게이트-소스 신호로 전달된다. 이 신호 경로상의 시간 

지연은 그림 5.7에서 𝑡 , 𝑡 , 𝑡 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각 소자의 신호 경로상의 시간 지연 오차는 표 5.1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7의 신호 전달을 위해서 TI사의 

ISO722M을 사용하였고, 게이트 구동 회로를 위해서 UCC27611을 사

용하였다.  

ISO722M의 경우 (그림 5.7의 𝑡 ) 최대 3 ns의 작은 값의 소자 간 지

연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구동 회로인 UCC27611의 경

우 소자 간의 오차(skew)에 대한 정보 (그림 5.7의 𝑡 )는 데이터 시트

에서 제공하지 않아 비슷한 계열인 UCC2751x 계열 소자의 정보를 참

 

 

 
 

그림 5.7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를 구성하는 인버터 단위 구성의 구조 

및 신호 경로 상 시간 지연을 고려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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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약 12 ns  의 skew 특성) 마지막으로 각 인버터 단위 간의 

PWM 신호의 경로 상의 지연 및 보드에서의 시간 지연은 실험을 통한 

측정 결과 사용한 오실로스코프의 오차 범위 내(0.5 ns 이하)의 값으로 

확인 되어 무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림 5.7의 𝑡 ,  𝑡 ,  𝑡  가 모두 독립적이고 모든 소자가 서로 

통계적으로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최대 16 ns, 6.78 MHz

의 동작 주파수 기준으로 약 40 도 의 위상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각 인버터 간의 위상 제어는 master-slave 형식으로 하나의 인버터를 

기준으로 각 인버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하면, 두개의 

표 5.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자의 신호 지연 관련 정보  

 

ISO722M * 
Texas Instruments 

MIN TYP MAX 단위 

tPLH 
Propagation delay 

low-to-high 
8 10 16 ns 

tPHL 
Propagation delay 

high-to-low 
8 10 16 ns 

tsk(p) 
Pulse skew 
|tPHL - tPLH | 

 0.5 1 ns 

tsk(pp) 
Part-to-part skew 

 0 3 ns 

UCC27611* 
Texas Instruments 

MIN TYP MAX 단위 

tD1 
Turn-on propagation delay 

low-to-high 
 14 25 ns 

tD2 
Turn-off propagation delay 

high-to-low 
 14 25 ns 

* 각 항목의 명칭 및 설명은 해당 소자의 데이터 시트에서 발췌함. 



 

 123

인버터 간의 위상 제어를 위한 범위는 +/- 20 도의 범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소자의 지연 오차를 통해서 발생한 인

버터 전압의 위상 지연에 대한 공진 전류의 크기/위상의 오차 결과는 

5.1.2절에서 다룬 직렬 구성 시의 입력 전압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40 도의 위상 차이 (+/- 20 도)에 대해서도 직렬 인버

터 구성을 고려 하였을 때에 실제로 요구되는 위상 제어의 범위는 그보

다 더 작을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수 ~ 수십 ns 의 게이트 위상 제어 범위에 대해서 높은 해상도로 

gating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 (수십 GHz 이상)의 DSP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의 호환성 저하, 복잡도 및 비용의 증가

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300 MHz의 기준 클록

 
 

 

그림 5.8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위상 제어를 위한 버렉터를 포함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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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TI 사의 28346 DSP를 통하여 PWM 신호를 생성하고, PWM 

신호의 경로상에 버렉터 (Varactor)를 사용하여 위상 제어를 높은 해상

도로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사용한 버렉터는 Murata 사의 

LXRW19V201-058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소자의 전압-커패시턴스 특

성은 부록에 첨부 하였다. 버렉터는 그림 5.8의 𝑉 의 전압으로 구동된다. 

𝑉 는 DSP 로부터 각 공진 전류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위상 제어에 사

용된다. 게이트 신호에 대해서 공진 전류의 위상 제어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6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본 연구에서 사용 예정인 소자들의 시간 지연 오차의 최대 값을 고려하

표 5.2 인버터와 공진 네트워크의 설계 값 (부하 저항 10 Ω 기준)  

 

구분 사항 값 

설계 인자 

𝑚  2.81 

𝑟 0.95  

𝑄  3.46 

공진 주파수 6.44 MHz 

인버터 

𝐿  202 nH 

𝐿  117 nH 

𝐶  1.2 nF 

𝐶  1.1 nF 

공진 

네트워크 

𝐿  1.028 uH 

𝐶  570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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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 이하의 𝑚  값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𝑚 는 식 (3.10) ~ (3.14) 

을 통해서 두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하

나의 자유도에 대해서 Class EF2 인버터의 설계에 사용하고 [50] (공진 

네트워크의 𝑋  설계), 나머지 하나의 자유도를 사용하여 주어진 𝑚  값

의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에 활용한다. 주어진 부하 저항 조건에 대해서 

(𝑅 = 10 Ω) 𝑚 < 3, 0.9 < 𝑟 < 0.95 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용화된 인덕

턴스의 조합으로 구성 가능한 공진 네트워크의 설계 값이 선정되었으며, 

𝐿 = 1.028 𝜇H, 𝐶 = 570 pF이다. (𝑗𝑋 = 43.8, 𝑗𝑋 = −39.5) 이를 포함

한 인버터의 설계 값과 설계 인자들은 표 5.2에 정리되었다. 여기서 주

목해야 하는 부분은 본 설계에서의 공진 네트워크의 공진 주파수와 기본

파 주파수의 비율 𝑟은 약 0.95의 값으로 거의 1에 가깝게 설계 되었으며, 

기생 인덕턴스의 영향으로 실제 구현 시에는 설계 값보다 작아짐을 유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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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설계  

 

본 절에서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설계를 진행하고 분석의 효

용성을 확인한다. 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초기 

설계와 능동 정류기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 값을 선정한다.  

 

5.2.1 초기값 설계를 위한 GaN 전력 스위치의 선정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초기값 설계는 높은 전류 이득 𝑀 을 

위해서 큰 값의 𝜔 과 𝑄 를 가지는 그림 4.19의 A 영역에서 선정 되

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𝜔 과 𝑄 정의에 의해서 큰 값의 

 
 

그림 5.9 본 연구의 설계 요건을 기준으로 고려된 GaN 전력 스위치의 특성.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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𝜔 과 𝑄 는 큰 값의 𝐿 와 작은 값의 𝐶 가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𝐶 의 경우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를 포함하기 때문에 달

성 가능한 𝐶 의 최소 값은 사용하는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값에 의존한다.  

그림 5.9은 본 연구의 설계 요건을 기준으로 고려된 GaN 전력 스위치

의 전압에 따른 출력 커패시턴스 𝐶  특성을 도시하였다 [51]–[55]. EPC, 

GaN Systems, Nexperia 세 개의 제조사에서 200 ~ 650 V 정격을 가

지는 스위치가 후보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GaN 스위치 후

보들의 파라미터는 표 5.3에 정리하였다. 먼저 EPC 제조사의 GaN 스위

치의 경우 최대 정격 전압이 200 V 이고, GaN Systems 와 Nexperia 

의 스위치의 경우 650 V의 최대 정격 전압을 가진다. 각 제조사별로 스

위치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먼저 EPC 사의 경우 작은 면적의 

표 5.3 본 연구에서 고려된 GaN 스위치 후보들의 파라미터 [46]–[50] 

 

제조사 소자명 

정격 
전압 
[V] 

정격 
전류 
[A] 

𝑅  
[mΩ] 

𝐶
* 

[pF] 
Area 

[mm ] FoM** 

GaN 

Systems 

GS66516T 650 60 V 25 1000 99 0.0158 

GS66508T 650 30 50 484 31.5 0.0256 

EPC 

EPC2010C 200 22 25 853 5.76 0.0358 

EPC2034 200 48 25 1700 11.96 0.0189 

Nexperia 
GAN063

− 650WSA 
650 34.5 50 2320 319.02 0.0006 

 

* 𝐶 : 전력 스위치의 전압에 대한 출력 커패시턴스의 최대값. 
 

** FoM = 
정격 전압∗정격 전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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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격 전압이 200 V로 제한되어 있어 응용에 

제한이 있다. GaN systems 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가지지만 

큰 정격 전압 대비 작은 값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6.78 MHz 공진형 정류기의 설계의 경우, 출력 커

패시턴스의 값이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Nexperia 사의 

스위치는 TO-247 패키지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고속 동작에서의 

기생 인덕턴스의 증가로 본 연구에서의 스위치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 제조사별 후보 스위치들 중에서 선택을 위해 통합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성능 지수 (Figure of Merit, FoM)를 아래와 같이 정

의하였다.  

스위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의된다. 특

히 성능 지수에 정격 전압을 제외하고 계산 한 후 정격 전압에 대해서 

비교하는 방법[56], 게이트 전하 𝑄 와 온-저항만으로 스위칭 특성을 

비교하는 방법[57], 온-저항과 커패시턴스 𝐶 로 비교하는 방법[58]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격 전압이 동작 범위를 제한하는데 가장 중

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포함하였고, 게이트 전하 𝑄  보다 주요 동작 영역

에서의 실제 출력 커패시턴스 𝐶 의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하였다. 

식 (5.4)은 본 연구에서 정류기의 스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능 비교

를 위한 FoM의 정의이다. 정의에 의해서 값이 클수록 본 연구의 관점에

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5.3를 기준

 FoM =  
정격 전압 ∗ 정격 전류

𝑅 ∗ 𝐶 ∗ Area
=

V ∗ A

mΩ ∗ pF ∗ mm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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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면 EPC 사의 EPC2010C가 가장 큰 값의 FoM 값을 가진다. 하

지만 그림 5.9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저 전압에서의 

출력 커패시턴스 𝐶 가 GaN Systems 사의 GS66508T 와 비교하였을 

때 약 2배가 차이 난다. 또한 EPC2010C는 높은 FoM 값을 가지지만 

정격 전압이 200 V까지 제한되어 동작 범위의 한계가 있다.  

 

5.2.2 스위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조건의 선정 

 

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류기의 설계 후보는 A 영역에서 선택되는 

것이 특성에 유리하지만, 실제 구현 가능한 소자 파라미터 값은 설계 조

 
 

그림 5.10 정류기 병렬 커패시턴스 𝐶  에 따른 설계선.  

전류 이득 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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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선택에 제한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그림 5.10은 출력 커패시턴스에 

따른 정류기의 전류 이득 특성을 도시하였고 출력 커패시턴스 500 pF 

과 2nF 에 대해서 해당 커패시턴스 값을 가질 때의 설계선을 도시하였

다. 이 출력 커패시턴스의 최대값이 정류기의 병렬 커패시턴스 𝐶 의 

설계 값을 결정하며, 특성의 한계점을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위치의 비선형성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 커패시터를 추가 할수록 도

달 가능한 전류 이득 𝑀 의 특성은 낮아 짐을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5.10의 출력 커패시턴스에 따른 정류기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림 5.9의 각 스위치의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스 특성

과 표 5.3의 스위치의 정격 전압 특성 및 성능 지표(FoM)을 비교하였

을 때 GS66508T을 선정 하였다. 해당 설계선을 기준으로 최소 입력 

조건에 대해서 저항성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만족하는 정류기의 설계 

값을 선정하였으며 그림 5.11과 같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도달 가능한 정류기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비선

형성으로 인한 특성의 변동은 능동 정류기의 동작으로 보상하려고 한다. 

정류기의 초기 설계 조건은 표 5.4에 정리하였다. 정류기의 초기 설계 

표 5.4 정류기의 초기 설계 조건  

 

구분 사항 값 

설계 인자 

𝜔  1.67 

𝑄  1.5  

정류기 

𝐿  770 nH 

𝐶  450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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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𝜔 = 1.67, 𝑄 = 1.5 로써 정의에 의해서 𝐿 = 770 nH 로 선

정되었고 해당 소자 값은 257 nH 공심 인덕터의 직렬 연결로 구현 가능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류기의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외부 병렬 

커패시터 없이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만으로 정류기의 커패시턴스 

𝐶  를 구성한다.  

본 연구의 설계 조건에 대한 MATLAB의 분석 결과를 확인 하고 위상 

보상을 위한 듀티 비와 해당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계 조

건에 대한 정류기의 병렬 커패시턴스 𝐶 의 변동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가 무손실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식 (1.1)의 인버

 
 

그림 5.11 설계 조건에 대한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특성. 

초기 설계값

정류기의 기본파 위상 특성, qr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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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전력이 출력으로 모두 전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

다.  

식(5.5)을 3 직렬 인버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과

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𝑉 는 각 인버터에 인가되는 DC 전압이며, 3차 직렬 구조 (𝑁 = 3)일 경

우 𝑉 /3이다. 𝐾 , 𝑓 , 𝐶 은 식 (1.1)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며, 𝐾 은 각 

인버터의 전압 파형 및 듀티 비에 따른 계수, 𝑓 는 인버터의 동작 주파

수, 𝐶 가 인버터 출력 단에서 바라본 병렬 커패시턴스이다.  

그림 5.12는 식 (5.6)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계 값을 적용

하였을 때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DC 전압의 예상 범위를 도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각 변수의 값은 아래와 같다.  

 𝑃 = 𝐾 𝐶 (𝛼𝑉 ) 𝑓 = 𝑃 =
𝑉

𝑅
 (5.5) 

 𝛼 𝐾 ∙ 𝑉 = 𝑉  (5.6) 

 𝐾 = 𝑁𝐾 𝐶 𝑓 𝑅  (5.7) 

 𝑉 = 𝑉 /𝑁 (5.8) 

 

𝐾 = 0.5 

𝐶 = 1.45 nF 

𝛼 = 2.2 

𝑓 = 6.78 MHz 

𝑅 = 5 Ω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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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력 DC 전압의 범위는 평형 조건에서 정류기의 전압 𝑉  의 평

균과 같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실제 스위치에 인가되는 전압의 최대 

값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력 전압 범위에 따른 커패시턴스의 

변동 범위를 예상 할 수 있다.  

분석 및 모의 실험을 위하여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가 순시적으로 변

하는 값에 대해서 정류기 스위치의 OFF 구간 동안의 평균값을 정류기

의 등가 커패시턴스 𝐶 , 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5.13은 식 (5.5) 의 관계와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특성을 이

용하여 도출한 입력 전압 범위에 따른 정류기 커패시턴스의 등가 커패시

턴스 𝐶 ,  를 도시하였다. 가장 먼저 식 (5.5)를 이용하여 그림 5.13

𝑁 = 3 

 
 

그림 5.12 입력 동작 조건에 출력 전력의 범위와 출력 전압,  

정류기 전압의 관계.  

60 120 180
V

DC
  [V]

0

100

200

300

60 120 180
V

DC
  [V]

0

100

200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력

출력 DC 

전압 VO

정류기 전압 

Vrect의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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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 선의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정류기의 커패시턴스의 감소는 위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력 전력이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을 적용하면, 저항 

부하에 대해서 출력 전압은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변동된 등가 커패

시턴스 𝐶 ,  를 그림 5.13의 B 선으로 나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분

석 및 모의 실험에서는 A 선과 B선의 중간 값으로 적용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위치 (GS66508T)의 전압-출력 커

패시턴스 특성은 본 연구에서 주어진 설계 요건을 고려한 동작 범위 내

에서 순시적으로약 1/4 ~ 1/5 까지 감소한다. 이를 등가적으로 고려하였

을 때, 초기 설계 조건인 저전압 (𝑉 = 60 V)에서 442 pF이며 정격 조

건(𝑉 = 180 V)에서 287 pF 로서 약 35 %의 변동률을 가진다.  

 
 

그림 5.13 식 (5.5) 의 관계와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특성을 이용하여 도

출한 입력 전압 범위에 따른 정류기 커패시턴스의 등가 커패시턴스 Crect,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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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와 B의 중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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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선정된 설계 조건의 능동 정류 특성 확인 

 

그림 5.11의 초기 설계 값과 그림 5.13의 특성 변동을 고려하면 동작 

영역의 증가에 따라서 설계 점은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전류 이득

이 감소하고, 위상 특성은 저항성에서 유도성으로 변동 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이 위상 특성과 전류 이득 특성의 변동에 대해서 동작 조건

 
(가) 

 
(나) 

 

그림 5.14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따른 정류기 위상 특성  

(가) 𝑑 에 따른 정류기의 위상 보상 특성 

(나)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전류 이득 특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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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에 대하여 저항성의 특성을 유지하고, 전류 이득이 증가하여 특

성의 향상을 능동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값의 𝑑 을 찾기 위하여 

4장의 분석을 활용하고 이를 확인 한다.  

그림 5.14 (가)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따른 정류기의 위

상 특성 𝜃 이다. 그림 5.11에서 알 수 있듯이 정류기의 출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류기는 유도성의 특성을 가진다. 주어진 동작 조건 

및 설계 값에 대해서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 0 도의 저항성에서 약 

45도의 유도성의 위상 특성 변동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항상 

저항성의 특성을 가지기 위한 𝑑 을 수치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각 입력 전압 조건에 따른 𝑑 , 𝑑  에 대한 MATLAB 분석 결과를 

표 5.5에 정리하였다.  

그림 5.14 (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따른 정류기의 전

류 이득 특성 𝑀 이다. 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초기 설계 조건에 따라

표 5.5 주어진 동작 조건에 대해서 저항성을 만족하는 𝑑 , 𝑑  값 

 

입력 전압 [V] 𝑑  𝑑  

60 0.002 0.38 

80 0.0345 0.38 

100 0.0667 0.3797 

120 0.0940 0.3792 

140 0.1172 0.3784 

160 0.1363 0.3774 

180 0.1513 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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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능동 정류에 따른 전류 이득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적절한 설계 

조건의 선택으로 능동 정류에 따라 전류 이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활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작 조건 변동에 대하여 위상을 저항성으

로 유지함과 동시에 전류 이득 특성을 개선하여 손실 특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설계 조건이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능동 정류를 통한 전류 

이득이 약 10 % 이상 개선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5.15은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따른 정류기 기본파의 

실수부와 허수부 특성을 도시하였다. 동작 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정류기 

기본파 허수부의 증가로 유효 전달 전력, 즉 실수 부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능동 정류를 위한 각 동작 조건에 해당하는 듀티 

비 적용 시, 허수부가 감소하고 실수부가 증가하여 허수부가 없는 순수

한 실수부 만을 가지는 기본파 성분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전달되는 유

효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5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에 따른  

정류기 기본파의 실수부와 허수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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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와 능동 공진형 Class E 정

류기의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분석과 설계의 효용성

을 검증한다. 또한 정격 250 W 급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프로토타입 

보드를 제작하여 실험 세트를 구성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직렬 공진

형 Class EF2 인버터와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동작 특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6.1 모의 실험  

본 절에서는 5장에서 진행한 인버터와 정류기의 설계에 대해서 각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확인하고, 게이트 위상과 입력 전압에 따른 순환 전

류 특성을 확인한다. 표 6.1의 소자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인버터와 정류

기의 동작에 대해서 PSIM (Powersim) 을 활용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

하고, 인버터의 위상 제어에 대해서는 MATLAB 의 Simulink 모델링를 

통해서 진행하여 분석과 설계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6.1.1 인버터 모델링의 신뢰성 검증  

 

모의 실험에 앞서 3장에서 기술한 직렬 인버터의 모델링을 통한 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본 장의 모의 실험은 PSIM을 통하여 인버터의 전압

과 전류의 파형의 특성을 확인하고, MATLAB Simulink 모델링를 통하

여 공진 전류의 순환 전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어에 대한 검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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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분석과 모의 실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항에

서는 5장에서 얻은 설계 조건에 대해서 1) PSIM을 통한 정현파 모델의 

인버터 전압, 전류 특성, 2)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 전류 특성, 3) 

MATLAB Simulink 모델링로 구현한 모델링의 인버터 전압, 전류에 대

해서 3장에서 분석한 MATLAB 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6.1은 3장에서 진행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설계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값을 도시하였다. 설계에 대한 검증 조건은 전압의 위상 𝛥𝜙 15 도

에 대해서 설계 조건인 𝑚 = 2.81 일 때의 특성을 확인한다. 이때의 공

진 전류의 특성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는 33.23 도, 공진 전류 

표 6.1 제안하는 전력 변환 회로의 모의 실험 소자 파라미터  

 

 사항 값 

사양 

입력 전압 𝑉  40 ~ 180 V 

동작 주파수 𝑓  6.78 MHz  

인버터 

𝐿  202 nH 

𝐿  117 nH 

𝐶  1.2 nF 

𝐶  1.1 nF 

공진 

네트워크 

𝐿  1.028 uH 

𝐶  570 pF 

정류기 

𝐿  770 nH 

𝐶  450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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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 의 크기는 초기값 기준 0.266 배,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는 초기값 기

준 1.755 배이다.  

 
(가) 

 
(나) 

 
(다) 

 

그림 6.1 설계 조건 (𝛥𝜙 = 15, 𝑚 = 2.81) 에서의 인버터의 전류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다)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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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가)는 PSIM 을 통한 정현파 전압원 입력에 대한 모의 실험 

 
(가) 

 
(나) 

 
(다) 

 

그림 6.2 설계 조건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PSIM, MATLAB Simulink). 

(가) 정현파 전압원 모델링의 PSIM 모의 실험 결과  

(나) 정현파 전압원 모델링의 MATLAB Simulink 모의 실험 결과  

(다) Class EF2 인버터의 PSIM 모의 실험 결과 

검증 조건: 𝛥𝜙 = 15, 𝑚 = 2.81 

PSIM 모의 실험 결과 (정현파 모델링)

Df = 15 [ ]

Dq = 34 [ ]|IM1 / IM1(Df = 0)| = 0.26

|IM2 / IM2(Df = 0)| = 1.76

SIMULINK 모의 실험 결과 (정현파 모델링)

Df = 15 [ ]

Dq = 33.9 [ ]|IM1 / IM1(Df = 0)| = 0.26

|IM2 / IM2(Df = 0)| = 1.76

PSIM 모의 실험 결과 (Class EF2 인버터)

Df = 15 [ ]

Dq = 34.2 [ ]|IM1 / IM1(Df = 0)| = 0.272

|IM2 / IM2(Df = 0)| = 1.8



 

 142

결과이고, 그림 6.2 (나)는 MATLAB Simulink 모델링를 통한 정현파 

전압원 입력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이다. 3장에서 수행한 분석의 가정이 

정현파 전압원 입력이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는 동

일하게 확인 되었다. (소수점 이하의 오차의 경우 각 모의 실험의 정확

도 (accuracy) 수행 조건에 따른 수준, 1 % 미만)  

3장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실제 Class EF2 인버터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의 정현파 전압원이 실제 사다리꼴 모양의 Class EF2 

극 전압 (pole voltage)으로 대체되었을 때에도 그 특성을 유지하는지 

검증 되어야한다. 그림 6.2 (다)는 동일 설계 조건에서 PSIM을 통한 

Class EF2 인버터의 모의 실험 결과이다. 먼저, 정현파 전압원 대비 전

압의 크기와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압 위상이 0 일 때의 공진 

전류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적인 구형파 형태가 아

니기 때문에 해당 극 전압의 기본파 전압의 크기는 역산하였을 때 정현

파 기준 약 3.35/π 배이며 이는 Class EF2 인버터의 설계 값 (전압의 

형태, 주파수 동조(tuning)의 정도와 듀티 비)에 의존한다. 검증 결과 

PSIM을 통한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 전류의 경우 절대값에 대해서

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각 전류의 위상과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의 

경우 3 % 이내 (전류의 크기 최대 3 % 오차, 위상 최대 0.5 % 오차)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차이는 앞서 기술한 Class EF2 인버

터의 동작 특성에 따른 차이이다.  

정리하면 분석의 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한 PSIM의 정현파와 Class EF2 

인버터 모의실험 그리고 MATLAB의 Simulink 모델링 모의 실험 결과

를 통해 위상에 대한 공진 전류 특성에 대해서 모델링 기반의 분석의 결

과와 모의 실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3장의 

모델링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의 방향을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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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6.3은 3장에서 진행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설계 조건에 대한 분석 

 
(가) 

 
(나) 

 
(다) 

 

그림 6.3 설계 조건 (|𝑉 /𝑉 | = 1.1, 𝑚 = 2.81) 에서의 인버터의 전류 특성. 

(가)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나)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다)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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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을 도시하였다. 설계에 대한 검증 조건은 전압의 위상 𝛥𝜙  이 동

 
(가) 

 
(나) 

 
(다) 

 

그림 6.4 설계 조건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PSIM, MATLAB Simulink). 

(가) 정현파 전압원 모델링의 PSIM 모의 실험 결과  

(나) 정현파 전압원 모델링의 MATLAB Simulink 모의 실험 결과  

(다) Class EF2 인버터의 PSIM 모의 실험 결과 

검증 조건: |𝑉 /𝑉 | = 1.1, 𝑚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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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경우에 대해서 인버터 모델의 전압 크기 |𝑉 /𝑉 | 가 1.1 배인 경

우의 설계 조건 𝑚 = 2.81 에 대한 특성을 확인한다. 이때 모델링을 통

하여 얻은 분석 결과는 공진 전류의 위상 차이 𝛥𝜃  는 13.04 도,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는 초기값 기준 1.057 배, 공진 전류 𝐼 의 크기는 초기

값 기준 0.9562 배이다.  

그림 6.2와 같이 그림 6.4도 PSIM과 MATLAB Simulink 모델링의 정

현파 전압원과 PSIM의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 전류에 대해서 모델

링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확인하였으며, 5 % 이내 (전류의 크기 최대 5 % 

오차, 위상 최대 1 % 오차)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마찬가지로 PSIM을 

통한 Class EF2 인버터의 경우 전압의 크기, 형태에 따라서 절대값의 차

이는 있지만 상대적인 차이에서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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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모의 실험  

 

본 절에서는 설계 된 직렬 공진형 인버터의 동작을 확인 하기 위하여 

PSIM으로 2 단 직렬 인버터를 구성 후 (그림 3.7의 회로)에 대해서 게

이트 신호에 따른 인버터의 전압과 공진 전류 특성, 그리고 각 인버터의 

 
 

그림 6.5 각 인버터 단의 주요 파형: 공진 전류 𝑖 , 인버터 전압 𝑉 , 게이트 

신호 𝑉 , 입력 전압 𝑉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0 도, 입력 전압 8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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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전압을 확인한다.  

그림 6.5 ~ 그림 6.8의 파형은 입력 전압 80 V 에 대한 2단 직렬 Class 

EF2 인버터의 PSIM 모의 실험 결과의 주요 파형을 도시하였다.  

그림 6.5은 게이트의 위상이 0 도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도시

 
 

그림 6.6 각 인버터 단의 주요 파형: 공진 전류 𝑖 , 인버터 전압 𝑉 , 게이트 

신호 𝑉 , 입력 전압 𝑉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5 도, 입력 전압 80 V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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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𝑉 1  전압은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입력 전압 80 V 의 절반인 

40 V  만큼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인버터 전압의 ZVS 

와 Class EF2 의 유도성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𝑉 1와 𝑉 2는 각 

인버터 입력 DC 전압의 2.5 배만큼의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고 이때의 듀티 비는 0.35이다.  

 
 

그림 6.7 각 인버터 단의 주요 파형: 공진 전류 𝑖 , 인버터 전압 𝑉 , 게이트 

신호 𝑉 , 입력 전압 𝑉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10 도, 입력 전압 80 V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1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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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의 이상적인 파형을 기준으로 직렬 인버터 구조에 대해서 각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의 위상이 차이 날 경우의 모의 실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그림 6.6, 그림 6.7, 그림 6.8 는 게이트 신호의 위상 지연의 

차이가 5 도, 10 도, 15 도의 차이를 가질 때의 모의 실험 결과의 주요 

파형을 도시하였다. 각 파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그림 6.8 각 인버터 단의 주요 파형: 공진 전류 𝑖 , 인버터 전압 𝑉 , 게이트 

신호 𝑉 , 입력 전압 𝑉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15 도, 입력 전압 80 V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1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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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 한 만큼 인버터 전압 파형도 지연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각 

인버터의 DC 전압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림 3.14의 분석을 통한 

게이트 신호 (𝑉 1)와 공진 전류의 크기, 위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림 3.14의 분석은 각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동일한 값으로 통제

된 경우인 반면, 본 모의 실험은 실제 직렬 인버터의 구성으로 인하여 입

력 DC 전압이 변동 할 수 있는 자유도를 가지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현상은 전압의 차이에 따른 공진 전류의 특성과 5장의 정성적

인 동작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정성적으로 이해해 보면, 동일 

DC 전압을 기준으로 게이트의 위상 지연으로 인한 인버터의 공진 전류의 

감소가 발생하고(3장, 그림 3.14의 특성) 각 인버터의 공진 전류의 유효 

전력의 차이는 입력 단에서의 DC 전류의 차이를 야기한다. (5장, 그림 5.4) 

이 DC 전류의 차이는 두 인버터의 사이 전압이 입력 DC 전압의 절반을 

기준으로 벗어나게 하는데, 큰 공진 전류를 전달하는 인버터의 입력 전압

이 낮아진다. 각 인버터의 입력 DC 전압은 각 인버터가 공유하는 입력 커

 

 
 

그림 6.9 DC 전류 - 입력 전압의 내재적 부궤환 (negative feedback) 루프를 

포함한 직렬 인버터 구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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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터에서의 DC 전류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진 전류의 크기와 입력 단 DC 전류와의 관계는 인버터의 입력 DC 전력 

𝑉 𝐼 와 공진 네트워크의 유효 전력 
| |2

2
𝑅 이 같다는 유효 전력 균형 조

건에 의해서 공진 전류의 크기에 대한 입력 단 DC 전류 𝐼 의 비례 상수

는 𝑉 의 크기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인버터의 입력 DC 전류의 차이가 0 인 평형 조건에서는 이 비

례 상수로 인하여 게이트 지연으로 인한 인버터가 큰 값의 DC 전압과 공

진 전류의 크기를 가질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MATLAB 의 Simulink 모델링을 구성하고, 그림 

6.9에 직렬 인버터 구조가 가지는 내재적 부궤환 경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를 도시하였다. 그림 6.9의 [P]는 인버터의 전압을 입력으로 

하고 공진 전류를 출력으로 하는 공진 네트워크의 특성이다. 그림 3.11

와 식 (3.3) ~ (3.8) 을 기준으로 네트워크의 특성 [P]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𝑃 =
1

𝑍
1 −

1

𝑍 𝑍
 (6.1) 

 
𝑃 = −

1

𝑍

1

𝑍 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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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𝑍 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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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𝑍 = 1 𝑅⁄ + 1 𝑍⁄ + 1 𝑍⁄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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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에서는 내재적 부궤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γ 과 γ 를 블

록도에 추가하였다. γ 은 각 인버터가 전달하는 공진 전류의 크기 (유

효 전력)과 입력 단에서 발생하는 DC 전류와의 비례 상수를 나타내며 

기술한 바와 같이 입력 전압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γ 은 

입력 단에서 발생하는 DC 전류와 DC 전압과의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진 전류를 센싱하여 순환 전류

가 최소가 되도록 게이트를 제어한다. 그림 6.10은 게이트 위상 제어를 

포함하는 블록도이며, 그림 6.11은 MATLAB simulink을 통한 모의 실

험 결과이다. 그림 6.11의 모의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앞서 기술한 각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6.12에 각 단계에 따른 인버터 전

압의 크기와 위상, 그리고 전류를 도시하였다.  

 
 

그림 6.10 DC 전류 - 입력 전압과 공진 전류 - 위상 제어를 포함한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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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에 각 단계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상태는 각 인버터의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때의 

공진 전류는 동일하다. 먼저 게이트의 위상 지연으로 인하여 공진 전류

의 크기가 감소하고 지연이 일어난다. 이때 입력 전압은 동일하다. 다음

 
 

그림 6.11 공진 전류 – 게이트 위상 제어의 MATLAB Simulink  

모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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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기가 다른 공진 전류의 차이로 인하여 입력 단의 DC 전류 차이

가 발생하고 이는 입력 전압의 차이를 야기한다. 이 전압의 차이로 인하

여 공진 전류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공진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동일하

게 하기 위한 공진 전류-게이트 위상 제어 루프(그림 6.10의 청색 경로)

로 인하여 게이트의 위상이 보상되고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다시 동일해

 
 

그림 6.12 공진 전류 – 게이트 위상 제어의 MATLAB Simulink 모의 실험  

결과의 각 단계별 파형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0 도

입력 전압 동일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1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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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지연, 크기 감소

게이트 신호 위상 차이 = 10 도

iR1 지연, 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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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입력 전압에 의한 반응과 공진 전류-위상 제어 간의 충돌을 피하

기 위해서 위상 제어는 동작 주파수 (6.78 MHz)의 약 1/20 배 (약 2 ~ 

3 μs 의 시간 지연)의 반응성을 가지도록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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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정류기 모델링의 신뢰성 검증  

 

본 항에서는 정류기의 모의 실험과 실험에 앞서 4장에서 기술한 정류기

의 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그림 6.13은 모델링 검증을 위한 각 영역

에서의 Class E 정류기의 특성을 도시하였다. 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류기의 설계 조건인 𝜔 과 𝑄 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류기의 특

성을 확인한다. 4 가지 검증 후보는 그림 4.19의 기준과 동일하게 4개의 

각 영역에 대해서 도출하였고, 해당 설계 조건과 특성을 PSIM으로 설계

하고 비교하여 4장에서 기술한 정류기 모델링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그림 6.13 모델링 검증을 위한 각 영역에서의 Class E 정류기의 특성. 

𝑑 = 0 조건에 대한 각 영역에서의 설계 후보. 

영역의 구분은 𝜃 = 0 인 설계 선과, 𝑄 = 1 인 설계 선으로 나뉨.  

(그림 4.22와 동일 기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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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실험의 조건은 동작 주파수 6.78 MHz, 입력 DC 전압 40 V이며, 

인버터는 Class EF2 인버터이고, 인버터의 설계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그림 6.14는 4 가지 검증 후보에 대한 PSIM 모의 실험 결과이다. 모델

링과 모의 실험 결과의 비교는 전류 이득 (𝑀 ), 듀티 비 (𝑑 ), 그리고 

정류기의 기본파 위상 특성 𝜃 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듀티 비 𝑑  와 

전류 이득 (𝑀 )은 식 (4.12)의 정의에 의해서 정류기의 입력 공진 전

류의 크기와 출력 인덕터의 전류의 비율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고, 위상 

특성의 경우, PSIM의 기능을 사용하여 각 전압, 전류의 기본파 성분을 

그림 6.15과 같이 추출하여 기본파에 대한 위상을 확인하였다. 모의 실

험의 결과와 분석 간의 오차는 약 5 % 내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모델

 
 

그림 6.14 그림 6.13의 각 영역의 검증 후보에 대한 PSIM 모의 실험 결과.  

0 TS 2TS 3TS

0

50

100

150

V
inv ,B

0 TS 2TS 3TS

-10

0

10

i
R,B

i
Lrect ,B

0 TS 2TS 3TS

Time

0

50

100

150

V
rect,Bqrec = -34.08 [ ]

d2 = 0.4286

Mrec = 0.7117

설계점 B, w1N =1 , QR =4.316

0 TS 2TS 3TS

0

50

100

150

V
inv ,A

0 TS 2TS 3TS

-10

0

10

i
R,A

i
Lrect ,A

0 TS 2TS 3TS

Time

0

50

100

150

V
rect,Aqrec = 5.14 [ ]

d2 = 0.4688

Mrec = 0.8456

설계점 A, w1N =1.5 , Qrec =1.7 

0 TS 2TS 3TS

0

50

100

150

V
inv ,D

0 TS 2TS 3TS

-10

0

10

i
R,D

i
Lrect ,D

0 TS 2TS 3TS

Time

0

50

100

150

V
rect,Dqrec = -42.6 [ ]

d2 = 0.6165

Mrec = 0.5736

설계점 D, w1N =1 , QR =0.6

0 TS 2TS 3TS

0

50

100

150

V
inv ,C

0 TS 2TS 3TS

-10

0

10

i
R,C

i
Lrect ,C

0 TS 2TS 3TS

Time

0

50

100

150

V
rect,C

qrec = 53.8 [ ]

d2 = 0.595

Mrec = 0.4249

설계점 C, w1N =1.5 , QR =0.43



 

 158

링에서는 공진 전류가 순수한 정현파로 가정 한 부분 (모의 실험은 유한

한 값을 가지는 LC 직렬 공진 네트워크로 구성), 그리고 모의 실험에서

는 Class EF2 인버터의 특성이 함께 상호영향을 주는 부분 (분석에서는 

인버터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진 전류를 수학적으로 정의)으로 인한 차이

가 있다.  

정리하면, 모의 실험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모델링을 통한 분석은 설계 가

능한 전체 영역에 대해서 4 가지의 설계 조건에 대해서 신뢰성을 검증

하였고, 따라서 해당 모델링을 통한 설계 후보 선정이 대표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6.15 설계점 C에 대한 PSIM 모의 실험 결과.  

정류기 기본파 위상 𝜃  특성 확인을 위한 정류기의 전압, 전류의 기본파 파형. 

설계점 C, w1N =1.5 , QR =0.43

iR의 기본파 성분

iR

Vrect의 기본파 성분

Vrect

qrec = 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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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모의 실험  

 

본 항에서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PSIM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4장에서 제안한 능동 공진형 정류기의 분석

과 설계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모의 실험은 표 6.1 소자 파라미터를 사

용하였고 인버터 단은 3차 직렬 Class EF2 구조로 구성하였다. 입력 전

압 60, 120, 180 V 에 대해서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가 전압의 

변동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우, 동기 정류 동작에 대해서 정류기의 전압, 

전류 위상과 특성을 확인 한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동작의 확인을 위하

여 각 동작 조건에 대해서 듀티 비 𝑑 을 인가하고 해당 동작에서의 정

류기의 전압, 전류 위상과 특성을 확인한다.   

 
 

그림 6.16 동기 정류, 능동 정류 동작의 전류 이득 모의 실험 결과 비교.  

(MATLAB 분석 결과와 PSIM 모의 실험 결과) 

60 120 180
V

DC
 [V]

0.5

0.6

0.7

0.8

0.9

1
M

rec (SYNC,MATLAB)
M

rec (ACT,MATLAB)

M
rec (SYNC,PSIM)

M
rec (ACT,PSIM)

동기 정류 시 
전류 이득

능동 정류 시 
전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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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그림 6.19, 그림 6.20는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정류기 커

패시턴스 𝐶  를 고려한 정류기의 모의 실험 결과이다. 실제 전력 스위

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는 그림 1.5와 같이 전압 변동에 따라서 순시적으

로 비선형성을 가지고 변동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류기의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만으로 정류기의 병

렬 커패시턴스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 본 모의 실험에서는 전력 스위치의 전압-커패시턴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공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 스

위치의 특성을 기반으로 등가 커패시턴스를 도출한 그림 5.13의 결과를 

사용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림 6.21, 그림 6.22, 그림 6.23는 동일 

조건에 대해서 능동 정류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이다. 각 모의 실험의 

결과는 표 6.2와 그림 6.16, 그림 6.17에 요약하였다. 모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주어진 설계 조건에 대한 정류기의 동기 정류 특성에 대해

서 MATLAB의 분석 결과와 PSIM을 통한 모의 실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능동 정류 동작을 통하여 위상을 저항성으로 유

표 6.2 동기 정류, 능동 정류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입력 전압 

[V] 

동기 정류 (𝑑 = 0) 능동 정류 (𝑑 ≠ 0) 

𝑀  𝑃  [W] 𝑀  𝑃  [W] 

60 0.826 33.64 0.8299 36.34 

120 0.7822 113.77 0.8280 132.54 

180 0.7076 202.03 0.7855 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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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전류 이득을 증가 시키며, 출력 전력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6.17 동기 정류, 능동 정류 동작의 위상 특성의 모의 실험 결과 비교.  

(MATLAB 분석 결과와 PSIM 모의 실험 결과) 

60 120 180
V

DC
 [V]

0

15

30

45
M

rec (SYNC,MATLAB)
M

rec (ACT,MATLAB)

M
rec (SYNC,PSIM)

M
rec (ACT,PSIM)

동기 정류 시 
위상

능동 정류 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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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60 V, 인버터 구조: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동기 정류 (𝑑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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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120 V,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동기 정류 (𝑑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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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180 V,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동기 정류 (𝑑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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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60 V,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능동 정류 (𝑑 ≠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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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180 V,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능동 정류 (𝑑 ≠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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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Class E 정류기 모의 실험 결과 

VDC = 180 V, 3 단 Class EF2 인버터 구조 
정류기 동작: 능동 정류 (𝑑 ≠ 0) 

iRec 

iRec 

기본파 성분

VRec 

VRec 

기본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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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결과  

 

그림 6.24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5장의 설계에 따라서 얻은 소자 파라

미터를 적용한 인버터와 정류기의 프로토타입 보드이다. 각 소자의 파라

미터는 표 6.3와 같고, 입력 전압 60 ~ 180 V, 출력 정격 250 W에 대

해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6.78 MHz의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인버터 보

 

 
(가) 

 
(나) 

 

그림 6.24 프로토 타입 보드 사진. 

(가)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 구조를 위한 단위 인버터 

(나)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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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 사용된 인덕터는 모두 공심 인덕터로 선정되었고, 대칭성과 성능

의 확보를 위하여 상용화된 Coil craft 와 Wurth electroniks의 제품을 사

용하였다. 전력 스위치는 GaN systems 사의 GS66508T 가 사용되었으며 

구동을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 (gate-driver)는 수 MHz 구동에 적합한 

표 6.3 프로토타입 보드의 실험 조건 

 

구분 사항 값 
설명  

(제조사 및 규격) 

설계 사양 

(3단  

직렬 인버터 

기준) 

입력 전압 𝑉  40 ~ 180 V  

동작 주파수 𝑓  6.78 MHz   

출력 정격 250 W  

부하 저항 5 Ω  

주요 

소자 

스위치 GS66508T GaN Systems 

게이트드라이버 UCC27611  

Iso-coupler ISO722M  

버랙터 
LXRW19V201-

058  

인버터 

𝐿  202 nH 
Coilcraft  

공심 인덕터 

𝐿  117 nH 
Wurth Electronik 

공심 인덕터 

𝐶  1.2 nF 
Knowles Syfer 
MLCC C0G 

𝐶  1.1 nF 
Knowles Syfer 
MLCC C0G 

공진 

네트워크 

𝐿  257 ∗ 4 nH 
Coilcraft 

공심 인덕터 

𝐶  570 pF 
Knowles Syfer 
MLCC C0G 

정류기 

𝐿  257 ∗ 3 nH 
Coilcraft 

공심 인덕터 

외부 𝐶  없음 
스위치 𝐶 만으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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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Instruments  사의 UCC27611  이 사용되었다. 게이트 위상 제어를 

위한 버렉터는 Murata  사의 LXRW19V201 − 058 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정류기의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류기의 외

부 커패시턴스 𝐶  는 0 pF 이며,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만으

로 정류기가 동작하고 해당 커패시턴스의 설계 기준 값은 표 6.1와 같이 

450 pF 이다.  

그림 6.25은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 및 공진 네트워크 단,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단, 그리고 인버터와 정류기의 제어를 위한 제어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안하는 연구의 블록도를 도시하였다. 직렬 동작

을 위하여 각 인버터의 공진 전류가 센싱 되고, 이 정보가 각 인버터의 

위상 제어 회로의 입력에 사용된다. 위상 제어 회로의 자세한 부분은 3

장의 분석과 5장 및 6장의 인버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그림 6.25 직렬 공진형 인버터, 능동 공진형 정류기 및 제어 회로를 포함한 전

체 블록도  

Vrect VO

VDC
+
ㅡ

Load

Lrect

Qrec Crect

irec

Qinv1

Linv LR CR

CIN Cinv
Ln

Cn

iR 센싱Driver

Vt1

Qinv2

Linv LR CR

CIN Cinv
Ln

Cn

iR 센싱Driver

Vt2

Qinv3

Linv LR CR

CIN Cinv
Ln

Cn

iR 센싱Driver

Vt3

Analog comp.
Vt [2:0]

인버터 PWM
(고정 듀티비)

듀티 비 생성 회로
(4장 분석)

iR 센싱
정류기 PWM

(가변 듀티비)

위상 제어 회로
(3장 분석)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인버터 및 정류기 제어 회로 

CMP

ePWM DAC VDC 

Vrect

리셋 리셋

V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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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진형 정류기의 전압은 입력 공진 전류와 출력 

인덕터의 전류 차이로 결정된다. 두 전류가 모두 리플을 가지고 있는 

AC 성분의 전류이기 때문에 동작 조건에 따라서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

와의 위상이 변동한다. 공진형 정류기의 동기 정류 동작을 위해서는 정

확한 시점에서의 게이트 신호의 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버터와 

정류기의 특성 분석을 통한 위상 차이를 도출하여 이를 정류기에 적용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동작에서의 파라미터 변동 혹은 분석과 실제 동작

과의 차이로 인하여 하드-스위칭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그림 6.26 2단, 3단 직렬 공진형 인버터 동작을 위한 인버터 보드의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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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류기 전압이자 스위치의 양단 전압 𝑉  을 센싱하여 아날로그 

비교기(그림 6.25 참고)를 통해 게이트 신호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류기의 게이트 신호를 인가한다. 게이트 신호의 시작 시점에 

대한 동기화가 결정 된 후에는 4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류기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터 변동에 따른 동기 정류의 듀티 비 및 능동 정류

의 듀티 비가 도출되고 이 값이 정류기의 게이트 신호로 전달 된다.  

직렬 구성을 위한 인버터는 그림 6.26와 같이 구성하여 하나의 인버터 

단의 최적 설계의 장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모듈화를 통한 확장성을 도모

할 수 있다. 이 때 각 모듈의 구성과 관련한 실제 구현에서의 고려사항

은 5장에서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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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직렬 공진형 Class EF2 인버터의 실험 결과  

 

본 항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통하여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동작 범위 확장을 확인하고 앞선 분석의 효용성을 확인하도

록 한다.  

실험 환경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버터는 Class EF2 인버터로 

구성하고, 정류기는 반파 정류기가 저항 부하를 구동하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검증한다. 이는 정류기 및 부하 단의 동작 범위에 따른 특성 변

동을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입력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에 대한 동작

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입력 직렬 인버터에 대한 동작 확인 후, 공진형 

정류기에 대한 넓은 동작 범위에 대한 특성을 확인 한다. 이때 각 정류

기의 구조에 따른 입력 등가 저항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부하 저항 𝑅 에 대해서 반파 정류기는 𝑅 의 부하를 

 

 

 

그림 6.27 단일 Class EF2 인버터의 동작 파형. 

입력 전압 𝑉 : 4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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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한다.  

그림 6.27은 단일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과 게이트 전압, 공진 전류

의 파형이다. 정류기는 100 Ω 의 부하 저항을 구동하는 반파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6.78 MHz의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0.35의 듀티 비 인

가 시 Class EF2 인버터의 ZVS 특성과 고조파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론적으로 Class EF2 인버터는 적절한 고조파 동조를 이용하여 입력 전

 
(가) 

 
(나) 

 

그림 6.28 2단, 3단 직렬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 파형. 

(가) 2단 직렬 동작, 입력 전압 𝑉 : 80 V 

(나) 3단 직렬 동작, 입력 전압 𝑉 : 15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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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 대해서 2 ~ 2.5 배의 인버터 전압의 최대값을 가지며, 실험을 통하

여 𝑉  = 40 V에 대해서 약 2.275 배의 최대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

였다.  

 
(가) 

 

 
(나) 

 

 

그림 6.29 2단, 3단 직렬 Class EF2 인버터의 전압, 전류 파형. 

(가) 2단 직렬 동작, 입력 전압 𝑉 : 80 V 

(나) 3단 직렬 동작, 입력 전압 𝑉 : 120 V 

 



 

 176

그림 6.28은 2단/3단 직렬 구성 인버터 동작에 대한 인버터 전압의 실

험 파형이다. 6.78MHz의 동작 주파수로 동작하는 Class EF2의 인버터

의 차동 전압은 패시브 프로브(PP009, PP011)에 스프링을 이용하여 신

호 측정 경로상의 기생 인덕턴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인버

(가) 

(나) 

(다) 

 

그림 6.30 과도기에서의 2단 직렬 Class EF2 인버터의 동작 파형. 

(가) 게이트 위상 제어 적용 전/후 파형 

(나) 구간 A, 게이트 위상 제어 적용 전 파형  

(다) 구간 B, 게이트 위상 제어 적용 후 파형  

입력 전압 𝑉 : 6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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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전압 𝑉 , , 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렬 구성 인버터의 개수만큼 반

복 진행하여 파형을 저장, 측정하였다. 직렬 구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간의 특성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드 구성으로 인하여 각 

전압의 형태와 듀티 비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6.29은 2단/3단 직렬 구성 인버터 동작에 대한 인버터 전압과 공

진 전류의 실험 파형이다. 2단 직렬 구성과 3단 직렬 구성의 전류 제어

와 관련한 동작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직렬 인버터 구성을 통

하여 각 공진 전류의 크기와 위상을 동기화 할 수 있고, 다단 직렬 구성

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6.30 은 2단 직렬 구성의 위상 제어 시 과도기를 확인 하기 위한 

실험 파형이다. 실험에서는 모의 실험과 같이 과도기에서의 각 단계별 

동작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과도기에서의 이상 동작의 유무와 전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위상 제어의 전/후에 따

른 공진 전류의 크기, 위상 차이에 대해서 정상 동작을 확인 하였다. 과

도기 이전 게이트 신호의 위상이 각 회로의 초기값으로 인가되는 경우, 

공진 전류의 크기 및 형태가 비대칭이고, 인버터의 전압을 통하여 네트

워크의 고조파 특성이 어긋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어 회로의 출

력 (𝑉  (𝑉 ))은 위상 제어를 위한 버렉터의 입력 전압을 구동하며 (그

림 6.25 참고), 해당 버렉터의 전압-커패시턴스 특성은 부록에 첨부 하

였다.  

그림 6.31은 직렬 인버터와 반파 정류기로 구성된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력과 효율 결과이다. 2단, 3단 직렬 인

버터 구조를 통하여 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의 확장과 이로 인한 출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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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효율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 DC-DC 효율은 입력 DC단의 전압/

전류와 출력 DC단의 전압/전류를 Yokogawa WT332 Digital Power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림 6.32와 같이 정의하고 계산 되었

다.  

 
(가) 

 

 
(나) 

 

 

그림 6.31 입력 전압에 따른 출력 전력과 효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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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제안하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구성 및 효율 정의.  

IIN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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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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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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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부하

IO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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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실험 결과  

  

본 항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결합을 통

한 입력 동작 범위의 증가에 따른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확인

하고, 전력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에 대해서 

확인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동기 정류 

동작에 대해서 먼저 확인한다. 다음으로 동기 된 게이트 신호에 4장의 

능동 정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듀티 비를 인가하고 그 특성을 

확인한다.  

그림 6.33는 단일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동기 정류기의 동작을 

확인 하기 위한 실험 파형이다. 입력 전압 40 V에 대해서 Class EF2 인

버터의 전압 파형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고, 공진 전류와 인버

터의 전압의 지연 관계도 동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진 전

류의 크기와 위상이 동일하게 제어되어 정류기의 입력 전류로 인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34은 동기 정류로 동작하는 Class E 정류기의 전압, 전류, 게이

 
 

 

그림 6.33 단일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동기 정류기의 동작 파형. 

입력 전압 𝑉 : 40 V 



 

 181

트 전압, 그리고 게이트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𝑉  신호 (그림 6.25 

참고)의 파형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진형 정류기의 전압 위상은 

동작 조건에 따라 변동하며, 따라서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에 동기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기 정류를 위한 정류기의 게이트 신

호를 동기 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비교기의 출력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기화한다. 동기 된 게이트 신호는 4장의 동작 조건에 따른 

듀티 비가 적용되어 동기 정류 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비교기의 출력과 

실제 게이트 신호 간의 시간 지연은 약 14 ns 이며 이는 구동 회로의 

시간 지연 값과 동일 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6.35은 3단 인버터 입력에 대한 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 변동에 따

른 정류기의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실험 파형이다. 각 인버터의 공진 

전류는 동일 위상으로 정류기의 입력으로 인가되고,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공진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고, 정류기의 듀티 비와 위상이 변동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낮은 입력 전압 조

건에 대해서 저항성의 특성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단위 인버터의 입력 

전압 20 V 에 대해서 정류기의 전압과 전류가 거의 동상으로 동작하는 

 

 

그림 6.34 Class E 동기 정류기의 세부 동작 파형. 

입력 전압 𝑉 : 4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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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림 6.35(가)),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유

도성의 위상으로 변하며 정류기의 듀티 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가) 

 

 
(나) 

 

 
(다) 

 

 

그림 6.35 3단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정류기의 동작 파형. 

정류기 동작: 수동 정류, GaN 스위치 OFF  

(가) 입력 전압 𝑉 : 60 V 

(나) 입력 전압 𝑉 : 120 V 

(다) 입력 전압 𝑉 : 18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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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는 그림 5.11의 경향에서 동작 점이 좌 상향함과 동일하다.  

그림 6.36은 그림 6.35과 동일 조건에 대해서 정류기의 스위치를 동기 

 
(가) 

 

 
(나) 

 

 
(다) 

 

 

그림 6.36 3 단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정류기의 동작 파형. 

정류기 동작: 동기 정류, GaN 스위치 ON (𝑑 = 0) 

(가) 입력 전압 𝑉 : 60 V 

(나) 입력 전압 𝑉 : 120 V 

(다) 입력 전압 𝑉 : 18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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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로 동작하였을 때, 3단 인버터 입력에 대한 입력 전압의 동작 범위 

변동에 따른 정류기의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실험 파형이다. 앞서 기술

 
(가) 

 

 
(나) 

 

 
(다) 

 

 

그림 6.37 3 단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정류기의 동작 파형. 

정류기 동작: 능동 정류, GaN 스위치 ON (𝑑 > 0) 

(가) 입력 전압 𝑉 : 60 V 

(나) 입력 전압 𝑉 : 120 V 

(다) 입력 전압 𝑉 : 18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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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수동 정류와 동기 정류의 정류기의 전압, 전류 동작 파형

은 정류기 전압의 다이오드 전도에 의한 미세한 크기의 차이만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동 정류와 동일하게 단위 인버터의 입력 전압 

20 V 에 대해서 정류기의 전압과 전류가 거의 동상으로 동작하며, 입력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상은 유도성으로 변하고 듀티 비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커패시턴스의 비선형적

인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6.36 (다)의 정류기 전압 

𝑉 를 관찰해보면 100 V 이하에서 전압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이는 그림 5.9의 100 V 이하에서 GS66508T 의 출력 커패시턴스가 급

격하게 변동하는 특성과 동일하다.  

그림 6.37은 입력 전압의 넓은 동작 범위에 대해서 변동한 정류기의 위

 

 
 

그림 6.38 3 단 Class EF2 인버터와 Class E 정류기의 정류기 동작에 따른 

DC-DC 효율 측정 결과.  

 

수동 정류

동기 정류

능동 정류

동일 입력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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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성을 능동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능동 정류 동작의 실험 파형이다. 

정류기 게이트 신호의 듀티 비는 동기 정류와 능동 정류를 위한 표 5.5

의 듀티 비가 인가된다. 실제 게이트 신호의 듀티 비는 정의에 의해서 

1 − 𝑑 + 𝑑  로 계산되며, 이에 소자의 시간 지연 (propagation delay)를 

고려하여 적용 되었다. 각 동작 조건에 따른 𝑑 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류

기의 전압, 전류의 위상은 기존의 용량성에서 저항성으로 근접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38과 같이 능동 정류 동작의 적용으

로 인하여 동일 입력 조건에 대해서 출력 전력이 29 % 증가하고 효율 

이 1.15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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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출력 조

건 변동에 다른 특성 확인  

  

본 항에서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출력 조건 변동에 

따른 특성을 확인을 통하여 제안하는 전력 변환 회로의 안정성과 신뢰성

을 확인 한다.  

그림 6.39는 입력 전압 조건의 변동에 따른 공진 전류의 특성 실험 결

과이다.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원 장비를 사용하여 입력 전압을 

수동으로 가변하며 그 특성을 확인 하였다. 입력 전압의 증가, 감소 시 

 

(가) 

(나) 

 

그림 6.39 입력 전압 변동 과도 구간에서의 각 공진 전류 파형. 

(가) 입력 전압 감소 과도 구간 시  

(나) 입력 전압 증가 과도 구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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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구간에서의 공진 전류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공진 전

류의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6.40은 출력 부하 저항 변동에 따른 인버터 전압, 전류 파형 실험

결과이다. 설계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최적 부하를 기준으로 2 배

에 해당하는 부하 저항이 인가 되었을 경우에 특성을 확인 하였다. 부하 

저항의 변동에 따라서 각 공진 전류와 크기, 위상의 차이가 과도 구간에

서 비정상적으로 변하지 않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 

(Teledyne Lecroy, Waverunner 604Zi)의 변수 지속 기능 

(Persistence) 을 사용하였으며 부하 저항 변동 과도 구간에서 인버터 

전압, 전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가) 

(나) 

 

그림 6.40 출력 부하 저항 변동에 대한 인버터 전압 및 전류 파형 

오실로스코프 변수 지속 기능 적용 (Persistenc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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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MHz 이상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WBG 소자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능

동 공진형 정류기를 제안하고 분석하였으며 모의 실험 및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항에서는 실험 측정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며 분석 

및 모의 실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한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반파 정류기로 구성한 실험을 통하여 Class 

EF2 인버터의 입력 단을 1단, 2단, 3단으로 직렬 구성함으로써 각 공진 

전류의 위상과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스케일링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버렉터를 사용한 게이트 위상 제어가 높

은 해상도로 6.78 MHz의 동작 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였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로 구성한 실험

을 통하여 기존의 공진형 Class E 정류기 구조의 경우 넓은 입력 동작 

범위에 대해서 위상의 변동과 전류 이득 특성의 저하로 인하여 출력 전

력 특성이 저하됨을 확인 하였다. 반면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동작을 통하여 위상 특성과 전류 이득 성능의 개선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출력 전력의 크기와 효율을 모두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6.78 MHz에서 안정적인 동기 정류와 능동 정류를 위한 아날

로그 비교기 기반의 회로의 효용성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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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G 소자의 특성 제한과 관련한 기존 전력 변환 회로의 의존성을 극복

하고,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을 극대화하며, 시스템 상에서의 비

용을 최소화하고 그 응용 분야를 확대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실험 측정 결과는 아래의 대표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의 실험 및 분석의 

결과와 차이를 가진다.  

 공진 전류의 고조파 성분: 정류기의 모델링은 공진 전류를 순수

한 정현파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림 6.39와 같이 모

의 실험에서는 고조파의 영향을 관찰 할 수 있고 실험 파형을 통

하여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공진 네트워크의 Q 

인자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Q 인자를 증가 

할 경우 (10 이상) 공진 전류가 순수한 정현파에 가까워진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Q 인자의 과도한 증가 시 공진 인덕턴스의 

증가로 인한 각 인버터의 대칭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약 

3.5 정도의 Q 인자를 가지는 공진 네트워크를 설계 하였다. 또

한 고조파를 포함한 공진 전류의 경우, 정류기의 전압 역시 2차

와 3차 고조파 등의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D

의 증가가 유효 전력의 전달 관점에서 성능의 저하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고조파의 고려를 통한 제안

하는 능동 정류 동작의 공진 전류의 정확도의 향상은 반대 급부

인 직렬 인버터의 비대칭성 증가, 분석의 복잡도 증가,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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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전달의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손실 특성: 본 연구에서는 무손실을 가정으로 한 식 (5.5) 및 이

를 바탕으로 한 입력 전압에 대한 정류기 커패시턴스의 특성 등

의 경우 실제 동작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하여 동작 조건의 차

 
(가) 

 
(나) 

 

 

그림 6.41 정류기 입력 공진 전류의 기본파 및 2차, 3차 고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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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한다. 손실을 최소화 함으로써 이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실제 손실 성분을 미리 반영 하여 분석 및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입력 120 V에서의 손실 분포를 확인

해보면 그림 6.40와 같다. 전체 손실 분포에 대해서 전도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스위치의 전도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

한다. 그림 6.41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버터와 정류기 

보드의 온도 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각 프로토타입 보드에서 

스위치의 열이 가장 높게 확인 되었고 이를 통하여 손실 기여도

의 추정치가 의미 있음을 확인 하였다. 스위치의 전도 손실을 줄

이기 위해서는 스위치의 온-저항이 작아야 하는데, 이는 본 연

구에서 선정한 650 V GaN 전력 스위치의 온-저항 특성과 관련 

있다. 650 V GaN 전력 스위치의 온-저항 값은 100 V, 200 V 

 
 

 

그림 6.42 입력 전압 120 V 조건 (측정 결과 기준 최대 효율 조건) 에서의 손

실 기여도 추정 (모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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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전력 스위치의 온-저항보다 약 2 ~ 5 배 큰 값을 가지며, 

650 V GaN 전력 스위치에 대한 특성을 그림 6.42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소자는 정류기의 특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작은 출력 커패시턴스 값을 가지는 소자로 선정되었고 (그림 5.9 

참고) 온-저항이 더 작은 소자의 선정은 정류기의 특성에 영향

을 주고, 게이트 전하가 작은 소자의 선정은 스위치 온-저항의 

 
(가) 

 

 
(나) 

 

그림 6.43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 (FLIR E6) 

(가) 인버터 보드 (나) 정류기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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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전도 손실에 영향을 주는 트레이트-오프 특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44 650 V 정격의 GaN, Si 전력 스위치의 온저항-게이트 전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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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7.1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WBG 소자의 특성 제한에 따른 공진형 DC-DC 전력 변

환 회로의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와 

능동 공진형 정류기를 이용한 공진형 DC-DC 전력 변환 회로를 제안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는 WBG 소자의 전압 정

격 제한을 극복하고 입력 전압에 대하여 동작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 변

환 회로의 보다 넓은 전력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능동 공진형 정류기

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를 통하여 넓어진 입력 동작 범위에 대해서 

급격히 변하는 WBG 소자의 특성 변동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WBG 소

자의 출력 커패시턴스 변동은 공진형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위상 

특성)을 변동시키며 이는 유효 전력의 감소를 야기하는데, 제안하는 능

동 공진형 정류기는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가변하여 능동적으로 보상하

고 특성을 개선하여 효율과 출력 전력을 동시에 개선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렬 공진형 인버터와 능동 공진형 정류기의 특성을 분석

하고 공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적인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직렬 공진형 인버터 구조의 경우 인버터의 전압을 전압원으로 정의하여 

크기와 위상 특성에 대한 공진 전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직

렬 인버터 구성에서 입력 전압, 공진 전류, 입력 DC 전류가 변화하는 

동작을 분석하고 전압 위상을 통한 공진 전류 제어에 활용된다. 또한 모

델링을 통하여 인버터 구조와 무관하게 특성의 도출과 성능의 예측이 가

능하며, 최적의 성능을 위한 설계 가이드 제시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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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공진형 정류기는 추가 자유도(듀티비)에 대한 정류기의 전류 이득, 

위상 특성을 분석하고, 동작 조건에 따른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특성

을 가지는 동작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는 입력 전압 범위에 따른 전력 

스위치의 커패시터 변동으로 인한 정류기의 임피던스 특성의 가변을 저

항성으로 유지하는 데에 활용 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2단, 3단 공진형 Class EF2 의 직렬 인버터 구성과 반

파,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등의 여러가지 전력 변환 회로의 조합에 대

해서 모의 실험과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통해 기존 WBG 소자를 사용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입력 동작 조건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 상의 복잡도와 비용을 감소하고, 그 

응용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2) 직렬 공진형 인버터의 특성에 대해서 모델링을 통한 분석적인 접

근을 하였다. 이는 인버터의 구조와 무관한 공진 전류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응용 조건에 따른 설계 기준

을 제시하였다.  

3) 직렬 공진형 인버터의 6.78 MHz 구현과 관련된 설계 고려사항

에 대해서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단, 3단 

직렬 공진형 인버터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직렬 공진

형 인버터의 모듈화를 통한 확장성을 도모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전력 스케일링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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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진형 Class E 정류기의 WBG 전력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 

변동에 대한 정류기 및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 변동을 확

인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을 제

안하였다.  

5) 제안하는 능동 공진형 정류기 동작의 분석적인 접근을 통하여 정

류기의 초기 설계 조건에 대한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정류기

의 능동 동작 듀티 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류기의 

입력 임피던스 특성을 저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듀티 비를 도출하

는 데에 활용되었다.  

6) 제안하는 방법은 2단, 3단 공진형 Class EF2 의 직렬 인버터 구

성과 반파, 공진형 Class E 정류기 등의 다양한 전력 변환 회로

의 조합에 대해서 모의 실험과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

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고,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출

력 전력과 효율의 증가로 높은 전력 밀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는 다양한 구조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에 대해서 넓

은 응용 범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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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응용 분야의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는 WBG 소자를 사용하는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가 더 넓은 

동작 범위와 다양한 응용 분야의 활용과 관련하여 검토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은 다중 송신단 혹은 수신단를 가지는 무선 

전력 전송의 응용에 적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무선 전력 전송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합 계수와 위치에 따른 파라미터의 변화

의 고려가 요구된다. 특히 공진 회로의 낮은 Q 인자에 따른 설계 

가이드를 활용하여 다중 송신단 구조를 가지는 무선 전력 전송 

응용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능동 정류기 동작을 통하여 추가 회로 없

이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출력 전력과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

여 전력 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기본

파 분석으로 인하여 정류기의 전압, 전류의 위상 및 전류 이득의 

수치에 대한 차이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복잡도

와 공학적인 통찰력을 모두 만족하기 위하여 기본파 분석을 하였

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저해하

지 않는 수준에서 낮은 차수의 고조파 성분이 고려된다면 분석 

및 설계의 복잡도를 증가 시키지 않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연

구 방향에 대해서 검토 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다루는 GaN 스위치의 출력 커패시턴스는 MHz 이

상의 공진형 전력 변환 회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출력 커패시턴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설계에 활



 

 199

용하는 연구가 검토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높은 

DC 전압과 동작 주파수에 대해서 정확한 커패시턴스를 얻을 수 

있다면 출력 커패시턴스의 정확한 측정은 손실 및 전력 변환 회

로의 특성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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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록  

 

8.1 GaN 스위치 구조 및 기본 동작  
 

그림 8.1은 측면 구조의 E-mode HEMT GaN 스위치의 수직 구조 예시

를 도시하였다. 상용화된 GaN 스위치는 반도체 생산 기반 환경 및 비용, 

그리고 기존의 Si 스위치 대체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GaN-on-Si, 

normally off, lateral (측면) 구조를 가진다. 특히 이중 측면 구조는 

GaN 스위치의 물성과도 관련이 있다. GaN 스위치는 높은 전자 이동도 

특성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HEMT)을 가지는데 이는 그림 8.1의 AlGaN 층과 GaN 층의 접합부에

서 2DEG (Two-dimensional electron gas)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높

은 동작 주파수 특성을 가진다 [59]. 따라서 측면 구조에서 정격 전압 

𝑉 의 증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drift 영역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𝑉 =
1

2
𝑤 𝐸  

따라서 대부분의 GaN 스위치는 전압 정격의 증가에 따라서 소자의 면

적이 증가한다.    

 
 

그림 8.1 측면 구조의 E-mode HEMT GaN 스위치의 수직 구조 예시  

기판 (Substrate): Si

AlGaNE-mode 
게이트소스 드레인

GaN

2DEG

GaN

w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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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안하는 능동 정류기의 특성 도출  
 

제안하는 정류기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안하는 능동 정류기의 3개의 모드를 기준으로 정의된 시간 축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3개의 식 (8.1) ~ (8.3) 과 6개의 변수

를 도출한다.  

변수: 𝑄 , 𝑀 , 𝜙 , 𝜔 , 𝑑 , 𝑑  

6개의 변수에 대해서 3개의 식을 이용해 변수를 2개 소거할 수 있으며, 

𝑄 /𝑀  변수를 소거하고, 식 (8.7) 와 같이 𝜙 에 대해서 𝜔 , 𝑑 , 𝑑  

3개의 변수로 표현 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𝑄 과 𝑀 에 대해서

도 𝜔 , 𝑑 , 𝑑  3개의 변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때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

여 변수를 소거 할 수 있는데, 𝑄 의 정의를 이용하여 각 동작 조건 

(𝜔 , 𝑄 )에 따른 𝑑 과 𝑑 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𝑄 , 𝑀 , 𝜙 에 대해서 𝜔 과 𝑑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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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cos 𝜔 2𝜋(𝑑 − 𝑑 ) +
𝑄

𝑀

𝜔

1 − 𝜔
𝑘 −

𝑄

𝑀
sin(𝜙 ) − 𝜔 𝑑 2𝜋 sin 𝜔 2𝜋(𝑑 − 𝑑 ) = 0 (8.1) 

 

1

𝑀

1

2𝜋
(cos(2𝜋𝑑 + 𝜙 ) − cos(2𝜋𝑑 + 𝜙 )) −

1

𝑀
sin(𝜙 ) 𝑑 +

𝜔

𝑄
𝑑 𝜋 +

𝜔

𝑄
(1 − 𝑑 ) 𝜋 

−(1 − 𝑑 )
1

𝑀
sin(𝜙 ) −

𝜔

𝑄
𝑑 2𝜋 cos 𝜔 2𝜋(𝑑 − 𝑑 )  

+
1

𝑄
(1 − 𝑑 ) sin 𝜔 2𝜋(𝑑 − 𝑑 ) − (1 − 𝑑 )

𝑘

𝑀

𝜔

1 − 𝜔
= 1 

(8.2) 

 (𝑑 − 𝑑 ) +
𝑄

𝑀

1

2𝜋

𝜔

1 − 𝑤 ,

𝑘 −
1

2𝜋

1

𝜔
sin 𝜔 2𝜋(𝑑 − 𝑑 ) +

𝑄

𝑀

sin(𝜙)

2𝜋𝜔
− 𝑑 cos 𝜔 2𝜋(𝑑 − 𝑑 ) − 1 = 1 (8.3) 

 𝑘 = − cos(2𝜋(𝑑 − 𝑑 ) + 𝜙 ) − 𝑤 , sin 𝑤 , 2𝜋(𝑑 − 𝑑 ) sin(𝜙 ) + cos 𝑤 , 2𝜋(𝑑 − 𝑑 ) cos(𝜙 ) (8.4) 

 𝑘 = 𝜔 cos 𝜔 2𝜋(𝑑 − 𝑑 ) sin(𝜙 ) + cos(𝜙 ) sin 𝜔 2𝜋(𝑑 − 𝑑 ) − 𝜔 sin(2𝜋(𝑑 − 𝑑 ) + 𝜙 ) (8.5) 

 𝑘 = − sin(2𝜋(𝑑 − 𝑑 ) + 𝜙 ) + sin(𝜙 ) cos 𝜔 2𝜋(𝑑 − 𝑑 ) +
cos(𝜙 )

𝜔
sin 𝜔 2𝜋(𝑑 − 𝑑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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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𝜙 = atan

⎣
⎢
⎢
⎢
⎡ 𝜔

1 − 𝜔
𝑔 𝑘 − 𝑔

1
2𝜋

𝑘

𝑔
𝑘
2𝜋

𝜔
1 − 𝜔

+
cos 𝜔 2𝜋(𝑑 − 𝑑 ) − 1

2𝜋𝜔
+ 𝑔 sin 𝜔 2𝜋(𝑑 − 𝑑 ) − 𝑘

𝜔
1 − 𝜔 ⎦

⎥
⎥
⎥
⎤

 (8.7) 

 𝑘 = sin(𝜙 ) 𝑘 + cos(𝜙 ) 𝑘  (8.8) 

 𝑘 = sin 2𝜋(𝑑 − 𝑑 ) − 𝜔 sin 𝜔 2𝜋(𝑑 − 𝑑 ) , 𝑘 = cos 𝜔 2𝜋(𝑑 − 𝑑 ) − cos 2𝜋(𝑑 − 𝑑 )  (8.9) 

 𝑘 = sin(𝜙 ) 𝑘 + cos(𝜙 ) 𝑘  (8.10) 

 𝑘 = cos 𝜔 2𝜋(𝑑 − 𝑑 ) − cos 2𝜋(𝑑 − 𝑑 ) , 𝑘 =
1

𝜔
sin 𝜔 2𝜋(𝑑 − 𝑑 ) − sin 2𝜋(𝑑 − 𝑑 )  (8.11) 

 𝑔 = cos 𝜔 2𝜋(𝑑 − 𝑑 ) − sin 𝜔 2𝜋(𝑑 − 𝑑 ) 𝜔 𝑑 2𝜋 − 1 (8.12) 

 𝑔 = 1 + cos 𝜔 2𝜋(𝑑 − 𝑑 ) − 1 𝑑 +
1

2𝜋𝜔
sin 𝜔 2𝜋(𝑑 − 𝑑 ) − (𝑑 − 𝑑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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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선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직렬 인버터의 구성 및 공진 전류의 결합을 위해 사용된 전

선은 그림 8.2의 측정을 통하여 실제 보드의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생 인덕턴스의 6.78 MHz에서의 값을 확인 하였다. 이는 5.1.2항의 직

렬 모듈화 연결의 실제 고려사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그림 5.5의 각 기

생 성분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최소화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가) 

 

 
 

그림 8.2 전선의 길이에 따른 6.78 MHz에서의 인덕턴스 값 확인.  

(가) 6.5 cm, 4 cm 직경 값을 가지는 전선의 형태 예시  

(나) 해당 전선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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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Murata LXRW19V201-058 버렉터를 사용한  
위상 제어 회로의 구성 및 특성  

 

본 연구에서 6.78 MHz의 게이트 신호의 위상 제어를 높은 해상도로 수

행하기 위하여 Murata 버렉터 LXRW19V201-058 가 사용되었다. 버

렉터를 포함하여 Class EF2 인버터를 구동하기 위한 PWM 신호의 신호 

전달과 관련된 회로의 구성도는 그림 8.3와 같다. 주목할 부분은 버렉터

를 사용하여 위상 지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RC 지연을 활용해야 하는

데, 이때 신호 전달을 위한 로직 버퍼의 H/L 임계점의 차이로 인해서 

PWM 신호의 위상 지연뿐 아니라 듀티 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로

직 버퍼의 임계점의 차이는 각 소자 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큰 값의 

dv/dt 를 가지는 신호들의 경우 그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

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버렉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dv/dt

를 낮추어 신호 지연을 생성하기 때문에 로직 버퍼의 임계점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8.3과 같

이 dv/dt가 작은 신호 지연단에 반전 로직 버퍼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신

호의 상승과 하강 시 로직 버퍼의 H/L 임계점을 두번씩 지나도록 하였

다. 이로 인하여 PWM 신호의 시간 지연을 효과적으로 하고 듀티비의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8.3 PWM 신호의 위상 지연 제어를 위한 버렉터 (LXRW19V201-058)

와 로직 버퍼의 구성  

PWM
From 
DSP

Inverting
logic buffer

Non-inverting
logic buffer

Inverting
logic buffer

To gate 
driver

Vt

From DAC

4.7 W 4.7 W

LXRW19V201-058 LXRW19V201-058



 

 206

그림 8.4은 DAC 전압에 따른 버렉터 시간 지연 특성을 도시하였다. 버

렉터 (LXRW19V201-058)의 전압에 따른 커패시턴스 변동 특성을 활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Analog Devices 사의 DAC AD5725 (해상도 12 

비트)를 사용하여 0 ~ 5 V 로 구동하였다. 시간 지연의 범위는 약 35 ns 

로 6.78 MHz 기준 약 85 도에 해당하는 충분한 범위를 가지며, 시간 

지연의 해상도는 약 10 ps 로 세밀하게 제어 가능하다.  

 

 
 

그림 8.4 DAC 전압에 따른 버렉터 시간 지연 특성  

t de
la

y  [
ns

]

Vt 전압과 버렉터 지연 관계

67.6 ns

32 ns

1 LSB = 8.5 ps

1 LSB = 1.2 mV
12 bit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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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onant power conversion system can reduce the magnetic elements that occupy 

a large specific weight in the area, volume, and weight in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In particular, a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that operates at a high 

frequency of MHz or higher can replace the magnetic element with an air-cored 

inductor, which can eliminate the core loss of the magnetic element that occupies a 

large loss in the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Therefore, a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is applied such as wireless power transfer, consumer appliances, 

mobile devices, data centers, and electric vehicles. 

The WBG devices, which i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MHz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In particular, the dependence of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on 

the rated characteristic limitation of the WBG devices an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due to the operating conditions low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limits the operating range, and requires an additional circuit on 

the system. , causes cost increase such as limited application fields. 

In this paper, the MHz resonant DC-DC power conversion circuit using the series 

resonant Class EF2 inverter topology and the active resonant Class E rectifier that 

overcomes the dependence of the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BG devices.  

First, in order to overcome the dependence on the voltage 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WBG devices, a series resonant Class EF2 inverter topology is proposed. The 

circulating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are minimized by 

an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modeling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symmetry and 

gate-signal propagation delay. It also provides a design methodology that can derive 

the optimal design for a given design requirement based on the analysis. Performance 

is ensured through the optimum design of the unit inverter, modularization is 

configured for modularity, which overcomes the voltage rating limitation of previous 

WBG device against an increase in input voltage, and the input operating range of 

the power conversion circuit.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the dependence on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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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BG devices, an active resonant Class E rectification is proposed. The proposed 

active resonant rectifier utilizes an additional mode of the synchronous switch. In 

particular, in order to keep the in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of the rectifier,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uty ratio of the rectifier synchronization switch are 

analyzed and normalized to derive the optimum characteristics regardless of the 

given operating requirements. Therefore, the active power can be effectively 

transferred, and the operating range of the resonant power conversion circuit is 

extended. 

The proposed topology and analysis is verified with the prototype board including 

two-stage or three-stage series resonant Class EF2 inverters, half wave rectifier, and 

Class E rectifier. Therefore, the effectiveness and the strength of the proposed 

topology and analysis ar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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