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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DC-DC Converter(컨버터)의 회로기술 
직류전압을 다른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것이 DC-DC Converter의 역활이다.변환효율이 좋은 스위칭방식의 

DC-DC Converter는 전자기기의 성전력화(省電力化) 및 소형.경량화에 기여한다.고기능화가 진행되는 휴대

전화 등의 모바일 기기에도 다수의 소형 DC-DC Converter 가 탑재되어 회로를 구동하고 있다. 

 

**전자기기의 진보에 따라  전원도 더욱더 다양화되고 있다. 

직류전압의 변환에는 3단자 IC 등을 이용한 리니어 방식의 전원도 있지만, DC-DC Converter 라 하면 스위

칭 방식이 주류이다.리니어 방식은 전력의 일부를 열로 소모하여 직류출력을 얻는 방식이다.한편 스위칭 방

식은 입력되어진 직류를  스위칭 소자에 의해 Pulse전류로 세분하고,이것을 이어 합쳐서 필요한 전압의 직

류출력을 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아지 집을 만들기 위한 판재(板材) 가 필요한 경우, 

리니어방식는 통나무을 가공하여 판재(板材 :널판지)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재(端材:통나무의 가장자

리부분)의 손실이 많이 생길뿐만 아니라 판폭(板幅)은 통나무의 직경보다는 작아진다.스위칭방식은 다수의 

나무조각을 이어 합치는 집성재(集成材)의 형태이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치

수의 판재를 만들 수 있다. 는 등의 장점이 있다.리니어방식의 변환효율은 30~50%에서 기껏해야 70% 정

도에 그치는데 비해 스위칭방식은 80~90%이상에도 이르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유니트형의 스위칭전원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회로 와 DC-DC Converter 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단일 혹은 복수의 직류전압을 출력한다.그러나 전자기기의 다기능화 .Digital화가 진행됨에 따라 회로를 구

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직류전압(12V,5V,3.3V,2.5V,1.8V,1.3V,1.0V,0.8V,----등)을  얻기 위하여, 독립된 

DC-DC Converter가 기기내에 복수 탑재되기도 한다.더욱이 근년에는 효율화 및 노이즈 대책의 관점에서 IC 

가까이에 소형의 DC-DC Converter가 다수 분산 배치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전자기기의 진보에 따라 전원은 현저히 다양화 되고 있다.특히 DC-DC Converter는 전력전자의 

세계에서 팽대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어, 대충 Type을 구분하는 것 조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여 

이해하여 가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DC-DC Converter의 강압.승압의 원리부터 설명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배터리에 연결된 스위치를 재빠르게 ON/OFF 시키면 밝기가 떨어진다.ON시에 점등하

는 평균의 밝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압이 저하한것과 동일하다.따라서 ON/OFF 주기의 시간을 조절하면 전압을 콘트롤(제어)할 수 있

다. 

간단히 설명하여 이것이 DC-DC Converter의 전압변환의 원리이다. 

전류를 ON/OFF 하는 스위칭소자로 Transistor 및 MOSFET등의 반도체소자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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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per(초퍼)방식에서는 Choke Coil(쵸크코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간단한 DC-DC Converter는 Chopper방식이다,Chopper(초퍼)는 "잘게 썰다" 라는 의미이다.전류를 스

위칭에 의해 잘게 썰어 전압변환하는 것에 유래하였다.초퍼방식에서는 코일(인덕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위칭소자가 ON/OFF할 때 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급격히 변화하는데, 코일에는  전류변화를 방해하

는 기전력이 생겨 유도전류(誘導電流)가 만들어 진다 (렌쯔의 법칙). 

전류변화를 반복하는 교류에 있어서는 저항의 성질이 있다.흔히 "전류를  숨 막히게 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성질을 이용한 코일을 특별히 "쵸크 코일"이라 부른다. 

(영어사전에 의하면  Choke의 의미가 "숨 막히게 하다.막다.저지하다 이다) 

Chopper방식의 DC-DC Converter는 스위칭소자와 쵸크코일 ,Capacitor,Diode(다이오드)를 조합한 간단한 

회로로서,직류전압을 강압 혹은 승압하고 있다. 

Chopper 방식의 DC-DC Converter에는 두가지의 기본회로가 있다. 

강압형 DC-DC Converter 인 Buck Converter(Step Down Converter라고도 한다)와 승압형인 Booster 

Converter(Step Up Converter라고도 한다)이다. 

스위칭소자(그림에서는 Transistor),쵸크코일 ,다이오드의 위치가 다른점이 회로를 해석하는 포인트이다. 

쵸크코일은 스위치 ON의 기간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 에너지를 축적하고,스위치가 OFF되면 전류변화를 막

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흘린다.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Transistor의 Base에는 제어회로가 접속되어 있어,제어회로에서 보내지는 방형

파(方形波)가 스위칭을 실행한다.(방형파전압의 High/Low에 의해 ON/OFF 한다.) 

스위치의 ON시간이 길어지면 출력전압이 높아지고,OFF시간이 길어지면 출력전압은 낮아진다.따라서 

ON/OFF시간(Duty Cycle:듀티 사이클)을 제어하여 필요한 출력전압을 얻는다(PWM:펄스폭변조). 

제어회로는 복잡한 회로이지만 IC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판상에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기판상

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Capacitor와 쵸크코일이다.  

Chopper방식의 DC-DC Converter는 상기의 두가지 방식외에 강압.승압 모두가 가능한 Buck-Booster 

Converter도 있다.이것은 Buck Converter의 다이오드의 방향을 반대로 한 것으로 ,출력전압의 극성이 반전

하기 때문에 "극성반전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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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를 사용한 절연형의 DC-DC Converter 

초퍼방식의 DC-DC Converter는 회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판에 탑재되는 소형 On Board Type의 DC-DC 

Converter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Chopper방식의 DC-DC Converter는 비절연형인데 비해 Transformer(스위칭 트랜스라고 한다)를 사용한 

Type을 절연형이라고 한다.트랜스는 Core(코어,자심)에 1차권선과 2차권선을 감은것인데,1차권선에 전류변

화가 발생하면 렌쯔(Lentz)의 법칙에 따라 그것을 방해하는 역기전력이 발생한다.그리고 Core를 통하는(관

통하는) 자속변화에 의해 2차권선에도 유도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전류가 흐른다. 

쵸크코일의 기능과 원리적으로 같은 전자유도(電磁誘導)에 의한 것이지만 쵸크코일에 있어서는 자기유도라 

하고 트랜스의 경우는 상호유도라고 한다. 

트랜스에 의해 1차와 2차가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형이라고 한다.전도노이즈(傳導 Noise)의 차단 및 감

전방지의 역할도 한다. 

절연형   DC-DC Converter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것은 플라이백 컨버터(Flyback Converter/타

려식)와 포워드 컨버터(Forward  Converter/1석식)이고,아래 그림은 그 기본회로이다.(제어회로는 생략되어 

있다) 

회로를 해석하는 포인트는 트랜스(Transformer)이다.트랜스의 회로도에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권선의 "권

선시작(Start) "의 기호이다.즉 1차권선,2차권선이 발생하는 기전력(역기전력,유도기전력)의 방향(극성)를 표

시하고 있다. 

절연형 DC-DC Converter에서는 이 극성이 매우 중요하다.렌쯔의 법칙에 따라 1차권선,2차권선에 발생하는 

기전력(역기전력,유도기전력)의 방향은 ●표시에 대해 같은 방향이 된다. 

즉 1차권선의 ●표시가 있는 단자의 전압이 ＋이면 2차측의 ●표시가 있는 단자의 전압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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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백 컨버터(Flyback Converter/타려식)와 포워드 컨버터(Forward  Converter/1석식)의 ●표시가 다른것

도 주목하여야 한다. 

플라이백 컨버터와 포워드 컨버터를 기본으로 하여 Push-Pull Converter,Half Bridge Converter등 절연형 

DC-DC Converter도 여러 종류가 있다.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하지만 대충 정리하면,  

비절연형 DC-DC Converter(Buck,Booster)는 소용량형, 

절연형  DC-DC Converter에서 1석식 플라이백 컨버터(Flyback Converter/타려식)는 소용량형,포워드 컨버

터(Forward  Converter)는 소~중 용량형이다.중~대용량형의 다석식.절연형 DC-DC Converter의 경우는 회

로가 매우 복잡해 진다. 

DC-DC Converter는 오묘하고 흥미로운 기술세계이다.계속적인 고효율화 및 소형.경량화,노이즈 저감 등을 

위해 선진기술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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