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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지는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설계 및 구현

김세민1, 강경수2, 공성재2, 유혜미2, 노정욱✝

Practical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Power Factor Correction

Valley-Fill Flyback Converter with Reduced DC Link Capacito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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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passive power factor correction, the valley fill circuit approach is attractive for low power applications

because of low cost, high efficiency, and simple circuit design. However, to vouch for the product quality, two

dc-link capacitors in the valley fill circuit should be selected to withstand the peak rectified ac input voltage.

The common mode (CM) and differential mode (DM) choke should be used to suppress th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noise, thereby resulting in large size volume product. This paper presents the practical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valley fill flyback converter with reduced dc link capacitors and EMI magnetic

volumes. By using the proposed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dc-link capacitors in the valley fill circuit can

be selected to withstand half the peak rectified ac input voltage, and the proposed CM/DM choke can be

successfully adopted. The proposed circuit effectiveness is shown by simulation and experimentally verified by

a 78W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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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 제품의 안정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전원

품질에 대한 기준이 세계적으로 정립되고, 규제가 강화

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추세에 따라 소형/경량화를 중

시한 전자 제품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밀도

전원 장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1은 기존 80W급 Adapter에 적용된 two-stage

구성의 컨버터 회로도이다. 기존 회로는 크게 EMI

Filter부, Boost PFC(power factor correction) 컨버터,

Flyback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고, Boost PFC 컨버터를

채용함으로써 역률 및 고조파 특성을 만족시킨다. 그러

나 이러한 구성은 각각의 Boost PFC와 Flyback 컨버터

구동을 위한 제어 IC가 2개 이상 필요하게 되고, 이는

회로의 구성 소자수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수의 자성소자(Choke, 인덕터, 트랜스포머)와 전력 단

스위칭 소자(MOSFET, Diode)가 사용되어 회로 부피

및 원가를 증가시킨다.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존에

는 인덕터를 정류부에 부착하거나, Valley-Fill 회로와

같은 수동형 Filter를 사용하여 역률을 개선하고 소자의

개수를 저감했다[1]-[4].

그림 2는 기존 기술인 인덕터 삽입형 Valley-Fill

Flyback 컨버터 회로이다. 이러한 단일 전력단 회로 구

성을 통해 역률 및 고조파 개선이 가능하며, 회로 설계

가 매우 간단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류부에 설치된

Lf는 수백 uH 또는 수 mH 수준의 큰 값이 필요하며,

기존 Boost PFC 회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부피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5],[6].

Valley-Fill 정류기는 수동 소자들 만의 구성으로 역

률 규제(NIEEE1000-3-2)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DC

Link 전해 커패시터의 전압 Stress가 AC Line 평활 전

압 최대치의 절반이므로, 작은 내압의 전해 커패시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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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80W adapter circuit.

Fig. 2. Valley-Fill flyback converter with input inductor Lf.

Fig. 3. Proposed PFC valley-fill flyback converter with

reduced DC link capacitor volume.

용이 가능하여, 가격 및 부피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산을 고려할 경우, 1개의 커패시터라도 단락이 되면

다른쪽 커패시터가 과전압에 의한 방폭이 발생된다. 이

를 위한 해결 방안은 존재하는데, 첫째는 단락을 고려하

여 2배의 내압을 갖는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방안은 큰 커패시터에 의한 부피 증가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는 과전압 보호(OVP) 회로(Crowbar 회

로)를 구현 하는 것이다. Crowbar 회로는 과전압 발생

시 Fuse 한계 전류 이상을 흐르게 하여, Fuse를 끊어지

게 하는 회로로써, Fuse 교체 전에는 컨버터 재 동작이

불가능하게 한다. 본 회로 적용으로 커패시터 방폭 문제

의 해결이 가능하나, SCR, Thyristor 등 추가 스위치 소

자를 필요로 하여 컨버터 원가 저감에 불리하다[7].

상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진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 회로는 역률 개선을

위해 EMI Filter 부의 Choke를 CM/DM 통합형 Choke

로 적용한다. CM/DM 통합형 Choke는 누설 인덕턴스를

극대화하는 원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그림 2의 추가 인

덕터(Lf)의 삽입 없이 동일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또

한, 본 논문에서는 Valley-Fill 정류기의 과전압 보호

(OVP) 회로의 설계 및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제안 과전압 보호(OVP) 회로는 고압 SCR, Thyristor와

Fig. 4. Proposed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of

valley-fill rectifier.

Fig. 5. Shape and inductance equivalent model of integrated

CM/DM choke.

같은 단락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Flyback 컨버터의 주

스위치를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

회로의 부피 및 원가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

피를 가진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고, 80W 급

시작품을 실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2.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지는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

그림 3은 제안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

의 전력 단 회로도이며, 그림 4는 제안 Valley-Fill 정류

기의 과전압 보호(OVP) 회로를 나타낸다. 제안 회로의

전력 단은 크게 CM/DM 통합형 Choke를 적용한 EMI

Filter 부, Valley-Fill 정류기, Flyback 컨버터로 구성되

어 있다. 과전압 보호(OVP) 회로는 제너 다이오드(Z1,

Z2), 다이오드(D1, D2), PNP BJT(Q1), 저항(R1, R2, RB1,

RB2)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제안 회로의 역률

개선 원리, Transformer의 Turn 비 설정 조건 그리고

과전압 보호(OVP)의 설계 및 구현 방안에 대해 설명한

다.

2.1 제안 회로의 역률 개선 원리

Valley-Fill 정류기는 구간에 따라 DC Link 전압이

변한다. 크게 2 구간으로써 VDC_Link>0.5 Vac,peak인 경우,

D1과 D3는 도통되고 D2는 차단된다. 이는 방전 구간으

로써 2개의 전해 커패시터가 병렬로 보여 총 용량은 2

배가 된다. VDC_Link<0.5 Vac,peak인 경우, D1, D3는 차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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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C Link voltage waveform of valley-fill rectifier.

고 D2는 도통한다. 이는 충전 구간으로써 2개의 전해 커

패시터가 직렬로 보여 총 용량은 절반이 된다. 이러한

구간별 동작에 따라 입력 전류의 넓은 공급 구간을 보

장하게 되고, 역률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2 CM / DM Choke

Valley-Fill 정류기 동작에서 다이오드 D1, D2, D3가

차단된 경우, 스위치 전류 Noise 의 AC 전원으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DM(Differential Mode) 인덕터 Lr

추가가 필요하며 (그림 2), 통상 CM choke 의 부피보다

크게 구현된다. 전원 장치의 부피 저감을 위해 CM/DM

통합형 Choke방안을 적용한다. 그림 5는 CM/DM 통합

형 Choke의 구성 및 인덕턴스 등가 모델이다. CM/DM

통합형 Choke는 중족이 있는 Core를 사용하여 누설에

의한 DM 인덕턴스를 극대화 시키며, 이는 그림 2의 인

덕터(Lf)의 역할을 하게 된다. CM/DM 통합형 Choke의

DM 누설 인덕턴스를 식 (1)로 나타냈다[8][9].

 




(1)

(N:권선 수, Ao:코어의 면적,  :공기의 투자율,  :외족

Air-gap,  : 중족 Air-gap)

EMI 저감을 위해 필요한 과 AC 전원 최대 입력

전류  로 식 (2)를 이용하여 CM/DM choke 의 필

요 Core 와 권선 수를 결정한다.

 


(2)

다시, 식(1)을 이용해 중족과 외족의 Air-gap을 조절

하여, 인덕터 삽입형에 비하여 부피가 저감된 CM/DM

choke를 구현할 수 있다.

2.3 Transformer Turn 비 설정 조건

그림 6은 Valley-Fill 정류기를 적용한 Flyback 컨버

터의 DC Link 전압(VDC_Link)의 파형도를 나타낸다.

CCM Flyback 컨버터의 경우, Duty(D)와 트랜스포머의

Turn 비(n)가 출력 전압(Vo)를 결정한다. tc1은 전해 커

패시터가 방전되는 구간이고, 실제 커패시터 에너지 소

모에 의한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 따라서 Valley-Fill 정

류기를 적용함으로써 DC Link 최소 전압(VDC_Link,min)이

낮아지기 때문에 Turn 비(n), 스위치의 Max

Duty(DMAX_SW)에 대한 관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파라미터는 그림 3을 참고하며, 주요 관계식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0].

- 전해 커패시터 방전 구간 : tc1

 


(3)

- 전해 커패시터 방전 시, DC Link 변동 전압 : △V

△≅


×


(4)

- DC Link 최소 전압 : VDC_Link,min

min 


△







(5)

- 트랜스포머의 Turn 비 : n


min 








 


   

  (6)

결과적으로, Turn 비(n)과 스위치의 Max Duty

(DMAX_SW)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 때, 스위치의

Max Duty(DMAX_SW)는 IC의 Max Duty (DMAX_IC)를 넘

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Turn 비 설정에 대한 조건을 수식적으로 도출하였다.

2.4 Valley-Fill 정류기의 과전압 보호(OVP) 회로

본 절에서는 제안 Valley-Fill 정류기의 과전압 보호

(OVP) 회로에 대해 서술한다. 그림 7은 Low side 커패

시터의 과전압 보호 회로이며, 그림 8은 High Side 커패

시터의 과전압 보호 회로이다. 각 그림에서 Vgate는 IC에

서 생성되는 Gate 구동 전압이다. 제안 회로는 과전압

검출 시, Flyback 컨버터 스위치 M1을 ON하여 Fuse를

끊는 동작을 하며, 상세한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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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lley-fill rectifie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for

low-side capacitor.

Fig. 8. Valley-fill rectifie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for

high-side capacitor.

TABLE Ⅰ

EXPERIMENTAL CONDITION OF PROPOSED CIRCUIT

Conditions Parameters

Input Voltage (Vac) 90 - 264 Vac

Output Voltage (Vo) 19 Vdc

Output Current (Io) 4.21 A

Output Power (Po) 80 W

Output Resistance (Ro) 4.51 Ω

Switching Frequency (Fsw) 65 kHz

Low side 커패시터의 OVP 회로는 V1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 전압 VZ1 보다 높은 경우, R1 양단에 전압이

형성된다. 이후 D1이 도통되며, Vgs 전압은 R1 및 Rs의

전압 분배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Vgs는 반드시 스위치

M1의 구동 ON 전압 Vgs(ON) 보다는 높아야 하며, M1의

최대 허용 전압인 Vgs(MAX) 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 때,

Rs 양단 전압 Vgs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7)

High side 커패시터의 과전압 보호(OVP) 회로는

GND 노드에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패시터

양단을 센싱하기 위한 PNP BJT Q1이 별도로 필요하

다. V2 전압이 제너 다이오드 전압 VZ2 보다 높은 경우,

Fig. 9. 80W prototype of proposed pfc valley-fill flyback

converter.

Fig. 10. Comparison of 400V/120uF and 200V/120uF capacitor.

RB1과 RB2에 의해 Q1이 도통 된다. 이후 D2가 도통되면

서 R2에 전류 도통 경로가 형성 되고, Vgs 전압은 R2 및

Rs의 전압 분배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Vgs는 반드시

스위치 M1의 ON 전압 Vgs(ON) 보다는 높아야 하며, M1

의 최대 허용 전압인 Vgs(MAX) 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

때, Rs 양단 전압 Vgs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

된다.

 

 ∙ 
×


 (8)

제안 Valley-Fill 정류기의 과전압 보호(OVP) 회로

설계 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소자 없이 MOSFET 스위

치를 활용하여 과전압 보호(OVP) 회로의 설계가 가능

한 새로운 Application을 구현하였다.

3. 제안회로의 실험 결과

제안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지는 PFC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1의 조건하에서 그림 9에 나타낸 80W Flyback 컨버

터의 시작품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

Valley-Fill 회로의 커패시터 C1, C2는 400V/120uF 을

사용해야하나, 제안 OVP 회로의 적용으로 200V/ 120uF

커패시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10은 400V/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2, No. No. 4, August 2017 281

Components Parameters

Flyback

Converter

Core PQ3517

Magnetizing Inductance (Lm) 350uH

Turn ratio (n:1) 3.6

Number of Turns (Np:Ns) 25T : 7T

Sensing Resistance (Rs) 0.14Ω

Output Capacitor (Co) 560uF

Control IC

(Peak Current Control)
SEM3331

Valley-Fill

Circuit

Capacitor (C1, C2)
120uF/200

V

Diode (D1, D2, D3) UFD4007

CM/DM

Integrated

Choke

Core EE2525

Magnetizing Inductance (Lm) 10mH

Leakage Inductance (Lk) 500uH

Number of Turns (Np:Ns) 50T : 50T

TABLE Ⅱ

EXPERIMENTAL PARAMETERS OF PROPOSED CIRCUIT

UNDER 80W CONDITION

(a) Waveform of simulation under 90Vac condition

(b) Waveform of simulation under 115Vac condition

(c) Waveform of simulation under 230Vac condition

(d) Waveform of simulation under 264Vac condition

Fig. 11. Main simulation waveform of proposed circuit under

80W load condition.

120uF 와 200V/120uF 전해 커패시터의 외관을 나타내

며, 커패시터 부피 저감 효과 49%를 얻을 수 있다.

EMI 규제 만족을 위해, CM Choke 의 Lm 값은

10mH, DM 인덕턴스 값은 500uH 가 필요하였으며, 각

각 Toroidal 외경 2.5cm Core 와 EE2525 Core 로 구현

되어야 한다. 제안된 CM/DM choke (EE2525 Core,

(a) Experimental waveform under 90Vac condition

(b) Experimental waveform under 115Vac condition

(c) Experimental waveform under 230Vac condition

(d) Experimental waveform under 264Vac condition

Fig. 12. Main experimental waveform of proposed circuit

under 80W load condition.

35Turn) 구현의 경우로도 동등 수준의 EMI 성능을 얻

을 수 있었으며, 부피 저감 효과 45%를 얻을 수 있었다.

3.1 제안 회로의 역률 개선 기능 실험 결과

제안 회로의 역률 개선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80W

부하 연동 모의실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 회로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11은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내

며, 90-264Vac 입력 조건에서 역률은 각 91.84%,

92.03%, 92.76%, 91.90%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제안 회로의 입력 전압(Vac) 변화에 따른 실

험 결과 파형이며, 출력 전압(Vo), 입력 전압(Vac), 입력

전류(Iin) 그리고 역률(PF) 측정치를 도시하였다. 실험

파형은 90-264Vac 입력 전압의 전 구간에서 모의실험과

동일한 실험 조건 및 사양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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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waveform of low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b) Simulation waveform of high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Fig. 13. Key waveform of proposed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under each condition.

80W 조건 하에서 측정한 결과, 출력 전압(Vo)는 19V

를 유지하였으며, 각 전압에 따른 역률은 92.87%,

93.82%, 93.89%, 94%를 출력하였다. 이를 통해 CM/DM

통합형 Choke는 제안 회로에서 입력 전류(Iin)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고, Valley-Fill 정류기는 역률 개선 기능

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제안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3.2 제안 회로의 과전압 보호(OVP) 기능 실험 결과

제안 회로의 과전압 보호(OVP) 기능을 검증하기 위

해 모의실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3(a)는 Low side 전해 커패시터(C2)의 OVP 동

작 상황이며, 정상 동작을 하던 중 High side 전해 커패

시터(C1)에 Short 조건을 부여한 상황이다. 이후 C2의

전압(VC2)이 상승하고, 243V에 도달하면 Flyback 컨버터

의 스위치 M1은 제어 IC의 신호와 관계없이 ON 상태

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 전류(Iin)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전류에 의해 Fuse가 끊어지게 된다. Fuse가

끊어진 후에는 C2의 전압이 방전 되는 구간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회로는 OFF 된다. 그림 13(b)는 High side

전해 커패시터(C1)의 OVP 동작 상황이며, 정상 동작을

하던 중 Low side 전해 커패시터(C2)에 Short 조건을

(a) Experimental waveform of low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b) Experimental expanded waveform of low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Fig. 14. Experimental waveform of proposed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under high side capacitor short condition.

부여한 상황이다. 본 회로는 Ground 대비 전압을 센싱

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너 다이오드 하단의 저항 양

단 전압을 센싱하기 위하여 PNP BJT를 활용하였다. 동

작 원리는 Low Side 전해 커패시터 과전압 보호 회로

와 동일하다. 따라서 제안 과전압 보호(OVP) 회로의 구

현 가능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14는 Low side 전해 커패시터(C2)의 OVP 동작

확인을 위한 실험 파형이다. 그림 14(a)에는 출력 전압

(Vo), 각 전해 커패시터 전압(VC1, VC2) 그리고 입력 전

류(Iin)을 도시하였으며, 그림 14(b)는 High Side 전해 커

패시터(C1) Short 시점의 확대 파형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정상 동작을 하던 중, High Side 전해 커패시터

에 Short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실험 조건을 부여하였다.

과전압 검출 전압(Vovp)는 245V로 설정하였고, Short 상

황 부여 이후 Low Side 전해 커패시터의 전압(VC2)이

245V에 도달하면 입력에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결과적

으로, Fuse는 Open 되며 Low Side 전해 커패시터에 저

장된 에너지를 소모한 후 회로는 OFF 된다.

그림 15는 High side 전해 커패시터(C1)의 OVP 동작

확인을 위한 실험 파형이다. 그림 15(a)와 그림 15(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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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al waveform of high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b) Experimental expanded waveform of high side capacitor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Fig. 15. Experimental waveform of proposed 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under low side capacitor short condition.

주요 전압, 전류에 대한 파형 그리고 확대 파형을 나

타낸다. 본 실험의 과정 역시 정상 동작을 하던 중,

Low Side 전해 커패시터에 Short 상황을 부여하였다.

과전압 검출 전압(Vovp)는 245V로 설정하였고, Short 상

황 부여 이후 High Side 전해 커패시터의 전압(VC1)이

245V에 도달하면 입력에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후,

Fuse는 Open 되며 High Side 전해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한 후 회로는 OFF 된다.

상기 실험을 통해 Valley-Fill 정류기의 각 전해 커패

시터(C1, C2)의 과전압 보호(OVP) 회로의 타당성을 검

토하였다. 또한, Flyback 컨버터의 1차 측 스위치를 활

용하여 SCR, Thyristor와 같은 추가 단락 소자를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제안 회로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이

를 통해,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진

Valley-Fill Flyback 컨버터를 구현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 3장의 모의실험 및 실험을 통해 제안 회로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추가 인덕터 없이 CM/DM 통합형

Choke와 Valley-Fill 정류기를 Flyback 컨버터에 적용하

여 역률을 개선하였고, 과전압 보호(OVP) 회로의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

진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설계 및 구

현에 대해 제안한다.

80W Flyback 컨버터를 예시로 동작 원리 분석과

PSIM 모의실험을 하였으며, 실제 시작품을 제작하여

80W 조건에서 역률 개선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양

산에 필요한 Short Test를 대비한 과전압 보호(OVP)

회로를 구현하였고, 실험을 통해 동작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저감된 DC Link Capacitor 부피를 가진 역률

개선 Valley-Fill Flyback 컨버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기존 Boost PFC 컨버터 삭제가

가능하며, 최소 92.50% 이상의 역률을 보상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Valley-Fill 정류기의 실제 적용 가능성

을 과전압 보호(OVP) 회로 구현을 통해 증명하였다. 따

라서 역률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전원 장치의 소형화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17년 국민대학교 교내 연구비와

솔루엠과 국민대학교의 산학 연구 과제의 결과로

수행되었음(S20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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