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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공진 필터를 이용한 전해 커패시터 없는 LED 구동용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출력 전류 리플 저감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Ripple Reduction of the PFC CCM Flyback Converter without
Electrolytic Capacitor for LED Lightings using LC Resonant Filter
*

†

김 춘 택 ․김 영 석
(Choon-Tack KIm․Young-Seok Kim)
Abstract - The light-emitting diode (LED)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industrial fields and for general 0lighting purposes
on account of its high efficiency, low power consumption and long lifespan. The LED is driven by direct current; therefore,
an AC/DC converter is typically required for its use. An electrolytic capacitor is generally used for stabilizing DC voltage
during use of the AC/DC converter. However, this capacitor has a short lifespan, which makes it a limiting factor in LED
lighting. Furthermore, LED lighting requires a dimmable control to enable energy savings and fulfil a growing consumer
demand. In this paper, the dimmable single-stage power factor correction (PFC)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 flyback
converter that employs no electrolytic capacitor is presented. The LC resonant filter is alternatively applied to reduce the
120[Hz] ripple on the output. And the optimum value of the LC resonant filter parameters considering both efficient and
performance is analysed.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e satisfactory operation of the converter.
Key Words : Capacitorless, LC Filter, Flyback converter, PFC, CCM

교적 큰 용량의 부하에 적합하지만 단일단

1. 서 론

플라이백 컨버터에 비하여 부품 수가 많고 제어가 복잡한 단
최근 전기조명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백열등과 형광등

점을 가진다. 반면에 단일단 컨버터는 부품수가 적고 크기와 가

은 최근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한 LED에 의하여 교체가 진행되고

격이 저렴하며 제어가 간단한 장점을 가진다. LED 조명 구동용

있다. LED는 낮은 전력 소모에 의한 고효율 및 수명이 길고 높

AC-DC 컨버터로는 역률 보정(Power Factor Correction, PFC)이

은 광학 성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1, 2].

용이하고 변압기의 권선비를 이용하여 전압 변환이 용이하며 절

LED는 직류 전류(Direct Current, DC)로 구동되는 특성을 가

연이 내제된 단일단 플라이백 컨버터가 많이 사용된다[5, 6].

지기 때문에 교류(Alternating Current, AC) 상용 전원을 사용하

높은 PF를 구현하기 위하여 단일단 PFC 플라이백 컨버터의

기 위해서는 AC 전원을 DC 파워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

변압기 1차 측에 DC 링크 커패시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하다. AC-DC 컨버터의 설계에 있어서 역률(Power Factor,

출력 전류는 상용 전원 주파수 2배의 큰 리플를 가지게 된다.

PF)과 전고조파 왜곡률(Total Harmonic Distortion, THD)은 중

LED 구동에 있어서 전류 리플은 플리커 현상을 발생하여 사용자

요한 고려 요소이다. 조명 장치에 사용되는 AC-DC 컨버터의 PF

의 눈을 피로하게 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와 THD는 IEC61000-3-2 규격에서 일정의 기준치를 만족하도록

류를 평활화시킬 필요가 있다[7].

요구하고 있다. 디밍 제어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에너지 절

전원 공급용 컨버터에 있어서 입-출력 파워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커패시터의 종류는 세

약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다[3, 4].
LED 구동을 위한 AC-DC 컨버터는 단일단 컨버터와 2단 컨

라믹, 전해, 탄탈 그리고 필름 커패시터 등이 있다. 이 커패시터

버터로 구현이 가능하다. 2단 컨버터는 PF 보정회로와 출력 제어

들 중에서 전해 커패시터는 값도 저렴하고, 크기도 작으면서 큰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PF가 높고 출력 리플이 작기 때문에 비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컨버터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해 커패시터는 LED에 비하여 수명이 짧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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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리플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전해 커패시터를 필름 커패시터로 대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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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발생하는 전류 리플을 LC 공진 필터를 이용하여 감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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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단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를 제안한다. 본 방식은 전해

는 플라이백 컨버터가 각 동작 모드 별로 150[W]의 LED 부하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고 필름 커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LED

에 전류를 공급할 때의 입력 측의 파형을 나타내었다. BCM은 2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용량이 작은 필름 커패시터를

차측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파워 디바이스의 온-동작이 이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출력단 전류 리플을 감쇄시킬 수 있는 장

루어지기 때문에 가변 주파수로 동작하고 DCM은 일정 주파수로

점을 가진다.

동작하면서 휴지기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CCM은 2차측 전류

LC 공진필터는 병렬형과 직렬형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식 (1)

가 0이 되기 전에 다시 파워 디바이스의 온-동작이 이루어지는

과 같이 인덕턴스 L과 커패시턴스 C의 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데 DCM과 BCM에 비하여 변압기 및 파워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

인덕턴스 L 값과 C 값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의 피크 값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큰 용량의 부하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1)

그렇지만 실제의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어떠한 파라미터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컨버터 손실과
성능 즉, 출력 전류의 리플율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저항을 가지는 실제의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여러 가지 조합
으로 LC 공진필터를 구성하였을 경우의 발생 손실과 리플율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LC 병렬필터와 직렬필터 각각에
대하여 최소의 손실을 발생하면서도 최저의 리플율을 발생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도출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입력 전압과 출력 파워에 따라 히스테리시스 제어용 전류 리퍼런
스의 기준치를 조정함으로써 LED 전류의 크기를 제어하는 디밍
을 구현하였다.

2. 단일단 PFC 플라이백 컨버터
일반적인 단일단 PFC 플라이백 컨버터를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비록 출력 전압 리플이 2단 컨버터에 비하여 크지만 단일단
플라이백 컨버터는 부품수가 적고, 크기와 가격이 저렴하며 제어
가 간단하기 때문에 절연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9].

그림 2 PFC 플라이백 컨버터 동작 파형
Fig. 2 Waveforms of the PFC flyback converter
2.1 단일단 PFC 방법
그림 3(a)는 PFC CCM 단일단 제어 회로의 개략도이다. 브리
지 다이오드 출력단으로부터 PFC 제어를 위하여 기준 전압
V_COM을 센싱한다. 출력 전류 제어용 계수(K-vi)와 입력 전압에
따라서 온-구간 전류 평균 값(i_avg_on)이 구해진다. i_avg_on과
그림 1 단일단 플라이백 컨버터 개략도
Fig. 1 Single stage flyback converter

i_in 의 관계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이때 히스테리시스 밴드는
온-구간 전류 평균값 i_avg_on에 상한 계수(A_U)와 하한 계수(B_L)
를 곱하여 구해진다. 상한 계수와 하한 계수를 어떻게 선정하는

플라이백 컨버터는 동작 형태에 따라 3가지 모드 즉, 불연속

지에 따라서 스위칭 주파수와 전류 리플이 달라진다. 그림 3(b)

전도 모드(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 경계 전도

에 히스테리시스 제어 전류 파형을 나타내었다. 플라이백 컨버터

모드(Boundary Conduction Mode, BCM) 그리고 연속 전도 모드

에 흐르는 전류와 히스테리시스 밴드를 비교하여 전류 값이 상한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값(Upper Limit)보다 크면 스위치(Q)를 오프 시키고 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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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imit)보다 작으면 온 시키는 방식으로 제어를 하면 컨

다. 아날로그 방식은 전류의 기준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버터에 흐르는 전류는 히스테리시스 밴드 내에 있게 되고 입력

지는데 밝기에 따라서 색깔이 미세하게나마 변하는 단점이 있지

전류는 입력 전압과 동상이 되어 입력 역률이 거의 1로 동작하

만 제어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명에서

게 된다[10].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여
디밍을 구현하였다.

    



    

 



(2)

3. LC 공진 필터 소신호 모델
필름 커패시터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LED 드라이버에 적합하
지만 커패시턴스가 작기 때문에 출력단에 큰 전류 리플을 발생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가지 LC 공진
필터를 제안하였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나는 병렬형 LC 공진
필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렬형 LC 공진 필터이다. 그림 4는 2
가지 LC 공진 필터와 필터가 없는 회로의 AC 신호 모델을 나타
낸다.

(a) 개략도

(a) 병렬 필터 적용

(b) 직렬 필터 적용
(b) 히스테리시스 제어 전류 파형
그림 3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
Fig. 3 PFC CCM flyback converter

2.2 디밍 제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 조명 장
치에 디밍 기능이 요구된다. 디밍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
능한데, 한 가지 방식은 PWM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아날

(c) 출력 커패시터 적용

로그 방식이다. PWM 방식은 전류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PWM

그림 4 LC 공진 필터의 해석 모델

듀티만 변동하는 방식으로 LED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

Fig. 4 AC signal modelling of the LC resonant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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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트랜스포머차측전류

  

  출력단커패시터
   출력단커패시터기생저항

    
                  
         

   필터 인덕턴스

    
         

   필터커패시턴스

여기서,







   인덕터 기생저항

      

   커패시터 기생저항

              

    내부저항
     전류

3.1 LC 병렬 공진 필터
LC 공진필터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L과 C의 곱에 반비례하
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인덕터의 내부
저항은 인덕턴스 값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커패시터의 내부 저항
도 존재하지만 저항의 크기는 인덕터의 저항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림 4(a)에 나타낸 LC 병렬 공진 필터의 이상적인 경우와 내
부 저항을 고려한 실제의 경우에 대한 2차 측 전류   와 부하
전류   의 전달함수를 식 (3), (4)와 같이 나타낸다.

   

(a) 병렬 필터 보드 분석

    
                  

(3)


         
      
         

(4)

여기서,
      
              
            
             

(b) 직렬 필터 보드 분석

                    
        
                   

그림 5(a)는 병렬 공진 필터의 여러 가지 L 값에 따른 보드
분석 결과이다. L 값이 클수록 120 Hz에서의 이득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 값을 크게 하면 필터의 성능은 좋아
지지만 저항 성분 또한 커져서 손실이 커지므로 최적 값을 선정
할 필요가 있다.

3.2 LC 직렬 공진 필터
(c) LC 필터 없는 전해 커패시터 보드 분석
그림 4(b)의 LC 직렬 필터의 2차 측 전류   와 부하 전류
  의 전달함수는 식 (5), (6)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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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차 전류와 LED 전류의 전달함수에 대한 보드 플롯
Fig. 5 Bode plot of the LED current by 2nd current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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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렬필터

(b) 직렬필터

그림 6 LC 필터의 필터 전류 및 필터 손실
Fig. 6 Filter current and loss of the LC filter
            

결과이다. L 값이 커질수록 인덕터 저항 성분은 비례해서 커진다

          

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L 값이 커질수록 필터전류의

                       

RMS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터손실은 작아지다가 저
항 성분에 의한 영향이 큰 임의의 시점에서 다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렬 필터의 L 값 8[mH], C 값 220[μF] 일 때 가장

그림 5(b)는 여러 가지 L 값을 가지는 인덕터를 이용하여 직
렬 필터를 구성하였을 때의 보드분석 결과이다. L 값이 작을수록
120 Hz에서의 이득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은 L
값을 선택하면 필터의 성능은 좋아지지만 커패시터의 용량이 커
지게 되므로 최적 값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손실이 작게 나타났다. 그림 7에 병렬 필터의 시뮬레이션 전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b)는 LC 직렬 필터의 L, C 값에 따른 필터 전류 값과
필터 손실을 나타내었다. L 값이 커질수록 필터 전류의 RMS 값
은 줄어들지만 필터 저항이 커지면서 필터 손실은 증가하고 있
다. 그림 8에 직렬 필터의 전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3.3 필터가 없는 경우
그림 4(c)의 필터가 없는 경우의 2차측 전류   와 부하 전류
  의 전달함수는 식 (7), (8)과 같이 표현된다.


   
      

(7)

      
   
           

(8)

그림 5(c)는 LC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출력단 커패시터를 적
용했을 때의 커패시터 용량에 따른 보드 분석 결과이다. 커패시

(a) L= 4[mH], C=440[uF]

(b) L=64[mH], C=27.5[uF]

터 용량이 커질수록 이득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3,520uF

그림 7 LC 병렬 공진 필터 시뮬레이션 전류 파형

용량일 때 이득이 -26[dB]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Simulation Current waveforms of the LC parallel
filter

3.4 LC 공진 필터 파라미터 최적 값
그림 9(a)는 LC 필터의 L과 C 값을 달리했을 때 전-부하에서
그림 6(a)는 LC 병렬 필터의 L, C 값에 따른 전-부하에서의

의 필터 손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필터의 공진 전류 및 필터 손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산정한

다. 전체적으로 병렬 필터의 손실이 직렬 필터의 손실보다 크게

LC 공진 필터를 이용한 전해 커패시터 없는 LED 구동용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출력 전류 리플 저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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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9(b)는 LC 필터를 구성하는 L, C 값에 따른 리플율을 나
타내었다. 병렬 필터의 경우 L 값이 커질수록 리플율이 작아지
고, 직렬 필터의 경우 L 값이 작을수록 리플율이 작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리플율 상한 값이 35[%]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병
렬 필터는 L 값이 16[mH] 보다 커져야 하고, 직렬 필터의 L 값
은 16[mH] 보다 작아져야 한다.
따라서 손실과 리플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병렬필터는 16[mH]
인덕터와 110[uF] 커패시터로 구성하고, 직렬 필터는 8[mH] 인
(a) L=4[mH], C=440[uF]

(b) L=64[mH], C=27.5[uF]

덕터와 220[uF] 커패시터로 선정하였다.

그림 8 LC 직렬 공진 필터 시뮬레이션 전류 파형
4. 시뮬레이션

Fig. 8 Simulation Current waveforms of the LC Serial filter

제안한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 시스템 파라미터는 표 1∼3
과 같다. 전해 커패시터에 의하여 야기된 수명 단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전해 커패시터 대신 필름 커패시터를 적용하였고 용
량이 작은 필름 커패시터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출력단 전류
리플은 LC 공진 필터를 적용하여 감쇄하였다.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proposed converter

(a) 필터 손실

표

파라미터

표기

값

스위칭 주파수

fs

40~90[kHz]

입력 필터 인덕턴스

Lf

660[μH]

입력 필터 커패시턴스

Cf

500[nF]

변압기 자화 인덕턴스

Lm

1.8[mH]

변압기 권선 비

n

0.33

출력 커패시터

Co

110[μF]

2 LC 병렬 공진필터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parallel LC resonant filter

표
(b) LED 전류 리플율
그림 9 LC 공진 필터 손실 및 리플율
Fig. 9 Loss and ripple rate of the LC resonant filter
나타나는데 이는 직렬 필터는 리플 전류만 필터를 통해서 흐르는
반면에 병렬 필터는 공진 전류와 부하 전류가 더해져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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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표기

값

공진필터 커패시턴스

Cres

110[μF]

공진필터 인덕턴스

Lres

16[mH]

공진 필터 인덕터 저항

RLr

0.499[Ω]

공진 필터 커패시터 저항

RCr

0.0035[Ω]

3 LC 직렬 공진필터 파라미터

Table 3 Parameters of the series LC resonant filter
파라미터

표기

값

공진필터 커패시턴스

Cres

220[μF]

공진필터 인덕턴스

Lres

8[mH]

공진 필터 인덕터 저항

RLr

0.263[Ω]

공진 필터 커패시터 저항

RCr

0.0018[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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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a)는 LC 필터 없이 작은 필름 커패시터를 적용한 경

그림 11(b)는 LC 필터 없이 용량이 큰 전해 커패시터(4,400[μ

우로써 출력 단에 큰 리플 전류를 나타낸다. 평균 전류는 2.6[A]

F])를 적용하였을 때의 LED 전류를 나타낸다. 리플율은 30.1[%]

이고 피크 값은 4.9[App] 이다. 단일단 AC-DC 컨버터의 출력

이다. LED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해 커패시터를 적용하지

단에 일정 전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큰 용량(4,400[μF])의 커패시

않고 필름 커패시터와 LC 필터만을 적용하고자 할 때 성능 면에

터를 적용하였을 때 리플 전류는 0.78[App]로 감소한 것을 그림

서 열세가 없어야 한다.

10(b)에 나타내었다.

(a) 필름 커패시터 110[uF]

(b) 전해 커패시터 4400[uF]

(a) 필름 커패시터

(b) 전해 커패시터

그림 11 LC 공진 필터 적용하지 않은 LED 전류 파형
Fig. 11 LED current without the LC resonant filter

5.2 LC 병렬 필터
그림 12(a)는 LC 병렬 필터를 적용한 경우 전-부하에서의 파
형을 나타낸다. PF는 1.0이고 평균 LED 전류는 2.63[A] 그리고
리플 크기는 0.68[App] 이다. 리플율은 25.8[%]이며 전해 커패
(c) LC 병렬 필터

(d) LC 직렬 필터

시터를 적용했을 때보다 작다. 그림 12(b)는 반-부하에서의 파형

그림 10 플라이백 컨버터 출력 전류 시뮬레이션 파형

으로써 PF는 1.0이다. 평균 LED 전류는 1.38[A], 리플 크기는

Fig. 10 Simulation waveforms of the output current

0.32[App], 리플율은 23.2[%]로써 리플 상한 35[%] 이내를 만
족한다.

그림 10(c), (d)는 기생 저항이 포함된 LC 필터를 적용한 플

그림 13(a)는 LC 병렬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디밍을 적용한

라이백 컨버터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이다. 전류 리플은 LC 병

전체 부하 구간에서의 PF, 리플율과 효율을 나타낸다. PF는 전체

렬 필터와 직렬 필터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4.9[App]에서 각각

부하 구간에서 0.99를 상회하고 리플율은 평균 23.8[%]를 보인

0.71[App]와 0.59[App]로 줄어들었다.

다. 전-부하에서의 효율은 80.8[%]이고 최소 부하에서의 효율은
75.1[%] 그리고 평균적으로 80.1[%]를 나타낸다. 그림 13(b)는
LC 병렬 필터를 적용했을 때 전체 부하 구간에서의 입력 전류의

5. 실

험

고조파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부하 구간에서 IEC 61000-3-2
Class C 규격을 만족한다.

실험에 사용된 LED 모듈의 정격 출력은 150[W]이며 2.08[Ω]
의 내부 저항과 51.8[V]의 문턱 전압을 가지고 있다. 입력 전압

5.3 LC 직렬 필터

은 220[Vac], 부하 전류는 2.63[A]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14(a)는 LC 직렬 필터를 적용한 경우 전-부하에서의 파
5.1 LC 필터 없는 경우

형을 나타낸다. PF는 1.0이고 평균 LED 전류는 2.63[A] 그리고
리플 전류의 크기는 0.60[App] 이며 리플율은 22.4[%]이다. 그

그림 11(a)는 LC 필터 없이 커패시터 용량이 작은 필름 커

림 14(b)는 반-부하에서의 파형으로써 PF는 1.0이다. 평균 LED

패시터만 적용하였을 때의 LED 전류 파형으로써 120[Hz]의

전류는 1.37[A]이고 리플 크기는 0.320[App], 리플율은 23.4[%]

큰 전류 리플을 보인다. 평균 전류는 2.339[A]이고 피크 값은

로 나타났다.

3.502[App] 이다. 리플율은 150[%] 이고 LED의 최대 허용 전류
값 이내에서 시험되었기 때문에 평균 전류는 정격 값보다 작다.

그림 15(a)는 LC 직렬 필터를 적용했을 때 디밍을 적용한 전
체 부하 구간에서의 PF, 리플율과 효율을 나타낸다. PF는 전체

LC 공진 필터를 이용한 전해 커패시터 없는 LED 구동용 PFC CCM 플라이백 컨버터의 출력 전류 리플 저감에 관한 연구

607

전기학회논문지 65권 4호 2016년 4월

(a) 전-부하에서의 입력전압/전류, LED 전류

(b) 반-부하에서의 입력전압/전류, LED 전류

그림 12 병렬 LC 공진 필터를 적용한 실험 파형
Fig. 12 Test result with parallel LC resonant filter

(a) 리플율, PF, 효율

(b) 입력 전류 THD 분석 결과

그림 13 병렬 LC 병렬 공진 필터 실험 결과
Fig. 13 Experimental result of the parallel LC filter

(a) 전-부하에서의 입력전압/입력 전류, LED 전류
그림 14 직렬 LC 공진 필터를 적용한 실험 파형
Fig. 14 Test result with serial LC resonant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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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함으로써 출력 단에 나타나는 120[Hz]의 전류 리플은
LC 공진 필터를 적용하여 35[%] 이내에 만족하였다. LC 공진
필터 파라미터는 병렬필터와 직렬필터로 구성하였을 때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 값을 도출하였다. LC 병렬 공진 필터
는 L 값 16[mH], C 값 110[uF]을, LC 직렬 공진 필터는 L 값
8[mH], C 값 220[uF]을 선정하였다. 제안한 컨버터의 성능은 디
밍 기능을 이용한 부하율 100[%]에서 20[%]에 대하여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LC 병렬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와 LC 직렬 필터를 적
용하였을 때의 리플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23.8[%]와 22.9[%]로
나타났고, 효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80.1[%]와 81.5[%]로 나타났
다. 병렬 필터보다 직렬 필터를 적용했을 때 다소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직렬 필터의 기생 저항에 의한 손실이 병렬 필터에
의한 손실보다 작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가지의 필
터를 적용하였을 경우 모두 PF는 0.99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a) 리플율, PF, 효율

THD도 IEC 61000-3-2 Class C 규격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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