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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클램프 포워드 컨버터의 소신호 모델(Ⅱ)
능동 클램프 포워드 컨버터 동작

능동 클램프 기법은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의 전력 트랜지스터 드레인상 전압 이탈을 제한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영전압 

스위칭에 가깝게 동작하도록 도움을 준다. 스위칭 손실이 최소화되면 스위칭 횟수를 증가시키고 자석 크기를 줄이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여기서는 능동 클램프 포워드 동작에 대해 소개하고, 이 작동의 대신호 및 소신호 응답에 대해 살펴본다.

Christophe Basso   ON Semiconductor

지난 달에는 고전적인 3차 권선 기반형 포워드 컨버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포워드 구조 하에서의 에너지는 전원에서 흡수되어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 부하로 전달된다. 이 순간 자화 전

류는 코어에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전력 전송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코어를 포화 상태에서 멀리 이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주

기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변압기 자기 소거를 보장해야 한

다. 이것이 전압 스트레스 및 하드 스위칭의 결함을 가진 3차 

권선의 목표이다.

   능동 클램프 기능을 가진 포워드 컨버터

그림 1은 능동 클램프를 가진 단순화된 포워드 컨버터이

다. 2차 측은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강압 유도 회로를 유지한

다. 차이점은 1차 측에 더이상 3차 권선이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드레인 노드와 추가 축전기 Cclp에 연결되는 또 다른 제

어 스위치인 Q2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림 1을 보면, Cclp는 기생 정류소자가 의도적으로 표현된 

N채널 트랜지스터 Q2를 통해 직류 입력 라인에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소스단이 플로

팅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플로팅 구동 드라이버를 필요로 한

그림 1.   클램프 축전기는 입력 직류 레일에 연결돼 있으며 스위치를 
끌때 드레인 전압 이탈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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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클램프 축전기도 P 채널 MOSFET을 통해 접지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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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드라이버는 전용 집적 회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고전압 펄스 변압기 또한 사용할 수 있다.

N채널 트랜지스터가 일반적으로 고전압 교류-직류 능동 

클램프 컨버터 내에서(400V까지의 입력 전압) 적용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직류-직류 변환 통신의 경우(보다 낮은 입력 

전압, 36-72V) P채널 트랜지스터를 채택한다.

그림 2에 표시된 대로 클램프 축전기는 이제 접지를 기준

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접지를 기준으로 한 구동 전압은 

이전의 솔루션보다 만들기 쉬운 P 채널 트랜지스터를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드레인 스트레스가 본질적으로 2가지 환경 

설정에서 유사한 경우, P 채널 옵션의 Cclp용 전압 정격이 N 

채널보다 크다.

   동작 기본 사항

여기서는 능동 클램프 포워드 컨버터가 동작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 컨버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

다면 참고 자료를 참조한다. 모든 것은 전원 스위치가 닫히

면 시작된다. 그림 3은 켤 때의 등가 회로를 표시한 것인데, 

이는 고전적인 포워드 동작과 유사하다. 켜져 있는 동안 자

화 유도에 적용되는 전압은 Q1 전반에 걸친 전압 강하에 따

라 정해진다.

  (1)
이 때 MOSFET(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 내에서 순환되는 전류는 반조 유도기 전류 iL(t)와 자화 

전류 imag(t)로 구성된다. MOSFET의 순간 손실은 단순하다.

   (2)
켜져 있는 시간 종료 시 자화 전류 Imag가 다음과 같이 표현

된 값에 도달한다.

   (3)

여기서 1차 측 기울기 Smag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2차 측에서 (1)에 의해 정의되는 1차 측 전압은 변압기 권

수비에 의해 변환되며 전력 유도기 L을 구동한다.

   (5)
전력 스위치 rDS(on) ron1을 통한 순간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능동 클램프 구조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즉, 분석 중에 

1차 측 내에서 순환되는 자화 전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

지 않을 경우 전력단 교류 응답은 고전적인 포워드의 응답으

로 남게 된다.

스위치가 열릴 때 자화 전류는, 2차 측 다이오드가 순간적

으로 차단되어 반조 전류 NiL(t)이 사라진다는 가정 하에 계

속 순환한다. 자화 전류는 이러한 상태에서 드레인 단에 존

재하는 집중 용량, Clump를 통해 경로를 찾는다. 이 용량은 변

압기 용량 및 MOSFET 표유 요소(Stray Elements), Coss를 

비롯해 Crss와 같은 다양한 기생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회로

도는 그림 4와 같이 갱신된다. 드레인 상의 전압은 Clump와 

Imag,peak에 따른 속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드레인 전압이 Vin을 가로지를 때 2차 측 다이오드 D1은 차

단되기 시작하고 출력 유도기 전류, iL(t)은 회생 정류기, D2

그림 3.   켜진 상태에서의 드레인 노드는 접지돼 있으며, 자화 전류는 
코어 내에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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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자화 전류는 드레인에 존재하는 
집중 용량을 충전하며 νDS(t)는 빠르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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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전달된다. 이 현상은 두 다이오드가 동시에 작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소위 중첩 상태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제 vDS(t)는 클램프 축전기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계

속 증가한다. Q2 기생 다이오드는 자연적으로 동작되며 전류

는 이제 그림 5와 같은 폐쇄 회로 내에서 순환된다. 이와 같

은 현상(1번째 불감 시간)이 발생한 직후, 제어기는 Q2를 켜

도록 지시한다. VDS가 거의 0V(기생 다이오드 도통)일 때 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영전압 스위칭 동작이 보장된다. 이 때 

전원 스위치 드레인 단자 전압은 식 (6)과 같이 제한된다.

  (6)
자화 유도 전반에 걸친 전압이 역전됐으며, 그 전류는 고

정된 클램프 축전기 전압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울

기로 감소되기 시작한다.

   (7)

현실적으로 클램프 축전기 상의 전압은 약간 증가하여 

imag(t)가 0으로 될 때 정점에 도달한다. 이와 동시에 변압기 

코어는 재설정된다. 이제 전류는 0이 되며 Q2는 여전히 닫혀 

있으므로 방향이 바뀐다. 자화 전류는 그림 6에 표시된 폐쇄 

회로 상에서 역방향으로 순환된다. 이와 같은 전류가 음의

(－) 정점 값으로 됐을 때, 자화 유도부에 저장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8)

이 때 제어기는 Q2를 개방시켜서 자화 전류가 또 다른 순

환 경로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면 전류는 입력 전원을 통과

한 후 Q1 기생 용량 Clump를 통해 되돌아 온다. 즉, 축전기는 

이제 자화 유도부와 더불어 공진하며 방전되기 시작한다. 드

레인 전압은 클램프 전압 Vin＋Vclp부터 입력전압 Vin으로 감

소한다. 그 순간－Q2가 2번째 불감시간(Dead Time), DT2에 

의해 꺼지며 분리되는 시점－컨트롤러는 다시 Q1의 스위치

를 켜게 되고 이로써 또 다른 주기가 발생한다. 드레인-소스 

전압이 감소됐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은 크게 줄어든다. 식 

(8)은 Q2가 개방될 때 자화 유도부 내에 저장된 가용 에너지

와 연관이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 에너지가 Clump를 방전시키

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드레인 전압이 Vin이고, 더 하락하려고 하면 2차 측 다이오

드가 다시 도통되기 시작하며 유도기 전류 iL(t)은 권수비 N

을 반영하여 1차 측을 반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차 측 다

이오드는 자화 전류에 대항하여 Clump 방전 과정을 방해한다. 

보다 확실한 방전을 보장하려면 변압기 코어의 gap을 키움

으로써 Lmag를 줄여 자화 전류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 이와 같은 전류의 순환은, 1차 측에

서 치명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전류는 1차-2차 에

너지 전달에 참여하지 않으며, 능동 클램프를 위해 상당히 
그림 5.   드레인 전압이 클램프 레벨로 됐을 때 Q2 기생 다이오드가 작동하기 

시작하며 자화 전류는 이에 따라 Cclp로 순환된다

Vin

Q2

Q1

VCclp

RC

L

iL(t)

1 : N

imag(t)

imag(t)

imag(t)

Lmag

Clump

Cclp

그림 6.   자화 전류가 0으로 되고 Q2 기생 다이오드는 동작을 멈췄지만, 
Q2는 여전히 닫혀 있으며 전류방향은 반대로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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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점 전류가 자체적인 음(－)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Q2가 개방되어 
자화 전류가 집중 용량을 방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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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는 Q1의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설계자들은 흔히 최대 부하에서 

드레인-소스 전압이 Vin까지 하락되는 것을 용인하는 경향

이 있으며, 출력부 직류 전류가 감소할 때(경부하∼무부하) 

거의 온전한 영전압 스위칭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전형적으로 시뮬레이션된 동작 파형이

다. 전원 스위치가 개방되면 드레인-소스 전압은 자발적으

로 작동하는 Q2 몸체 다이오드를 통해 클램프 전압에 도달한

다. Q2는  수십 나노초 후에 켜져 ZVS(영전압 스위칭)가 확

보된다. (DT1 존속시간) 드레인 전압은 거의 상수 수준, 

Vclamp까지 제대로 클램프된다. 이 수준은 공명하면서 자화 전

류가 0일 때 최대점에 도달한다. 자화 전류는 음(－)으로 증

가해 또 다른 음(－)의 정점에 도달한다. 이 때 컨트롤러는 

활성 클램프 스위치 Q2가 열리도록 지시하며, 자화 전류는 

집중 축전기를 방전시킨다. DT2 이후 전원 스위치 Q1은 재

동작하며 Clump를 포함한 스위칭 손실은 크게 감소된다.

능동 클램프 컨버터 내에서 자화 전류는 0 주변으로 집중

되는데, 이는 0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코어 측면에서 볼 때 

컨버터는 2개 사사분면 Ⅰ 및 Ⅲ상에서 변압기를 작동시키지

만, 고전적 포워드 구조를 가진 것은 사사분면 Ⅰ뿐이었다.

그림 10에서 선속 밀도(Flux Density)가 음(－)의 값(정지 

시간 종료)과 양(＋)의 값(동작 시간 종료) 사이에서 이동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어 활용이 개선됐으므로 필요 시 고전

적 포워드 컨버터와 비교하여 보다 큰 선속 밀도 진동(Flux 

Density Swing)으로 설계할 수 있다.

능동 클램프 컨버터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여기서는 이 컨

버터의 동작만 간단히 소개한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아키

텍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기사 끝 부분에 몇 가지 참고 자

료를 기재했다.

   대신호 모델링

대신호 모델링은 소위 대신호 방정식을 작성할 경우(“비-

선형”이라고 한다)와 이를 동작점 주변에서 선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법을 능동 클램프 컨버터에 적용하기 위

해, 전체 구조를 2개의 별도 컨버터로 분할할 수 있다.

① 자화 유도기, 클램프 축전기 및 상측 시리즈 스위치 Q2

를 포함한 자화 전류 발전기

② 부하에 도달하기 전에 LC 필터에 의해 추가로 걸러지

그림 8.   Clump를 방전시키기 위해 주 스위치를 다시 켜기 전에 지연시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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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t)

Vclamp

－imag,peak

Q1 닫힌다

Q2 닫힌다

Q2 
몸체 작동

Q2 열린다

0 0

그림 9.   불감시간이 삽입, 조절되어 상측 스위치 Q2에서 a) ZVS(영전압 
스위칭)를 보장하며 Clump가 Q1이 재동작하기 전에 방전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DT2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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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전적 포워드와 비교했을 때 변압기는 2개의 사사분면에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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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1 양극(Anode) 전압과 연계된, 1차 측 전압을 이용한 절

연 강압 컨버터와 Q1 전반에 걸친 강하

이와 같이 더 단순한 2개의 컨버터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별도로 분석, 취급될 수 있다. 좌측은 동작비 D와 관련하여 

자화 전류를 구축하는 자화전류 발전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

측은 전원 I2와 V2에 의해 모델링되는 변압기를 이용한 전통

적 절연 강압이다.

소신호 혹은 대신호 모델링은 불연속 시간 영역 신호를 연

속 시간 영역 방정식으로 평균을 내 설명하는 파형에 관한 내

용이다. 

만약 자화 전류 발전기, I1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전

류는 정지 시간 동안 클램프 축전기 내부에서 순환하고, 축

전기 전류는 동작시간 동안 0이 된다. 따라서 평균 값이 즉각 

도출되는 2개의 표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9)

여기서, Imag는 평균 자화 전류이다. 드레인 전압 전원, V1

과 관련하여 전원 스위치 전반에 걸친 전압 강하는 동작시간 

동안 식 (2)에서 설명한 수치에 해당하게 된다. 그 후 이 전

압은 정지시간 동안 클램프 전압으로 급증한다. 다시 한번, 

그림 11.   능동 클램프 컨버터는 자화 전류 발전기 및 고전적 강압-유도 
회로로 모델링될 수 있다

Vin

Cclp Lmag I2

Imag

I1 V1

D1

R

L

V2 D2 C

그림 12.   정지 시간 동안 자화 전류가 클램프 축전기 내부에서 순환하는 
반면, 드레인은 클램프 전압까지 정점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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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신호 모델은 자화 전류 발전기 및 절연강압 컨버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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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작동 중 드레인 수준을 파악해 평균 값을 도출할 수 

있다.

   (10)

이 표현에서 Vclamp는 Q2가 켜져 있을 때 드레인 노드의 전

압에 해당한다. Vclamp는 입력 전압 (＋)클램프 축전기 전압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전압은 Q2 rDS(on), ron2 전반

에 걸쳐 강하한다.

  (11)
식 (11)에서 IL은 유도기 L에 흐르는 전류이며, 또한 평균 

직류값인 Iout이다.

강압 단계는 전원 I2와 V2 주변의 변압기 모델링을 필요로 

한다. 변압기 1차 측에서 보이는 전류 ip(t)는 변압기 권수비 

N에 의해 조절된 유도기 전류이다. 이러한 전류는 스위치가 

켜지는 DTsw 중에 존재하므로 식 (12)와 같이 된다.

   (12)

2차 측 발전기 V2는 실제로 변압기 권수비 N에 의해 1차 측 

전압이 변환된 값이다. 식 (5)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1차 

측 전압은 1차 측 스위치 Q1이 켜질 때의 손실이 포함된다.

   (13)

일단 이러한 모든 전원들을 회로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이 대신호 모델을 갖는다.

전압제어 전압원 E1은 직류 동작점을 제공하므로 컨버터

가 100-mΩ의 부하에 3.3V를 공급한다. 이 모델은 교류 및 

변이 분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SPICE의 좋은 점은 비선

형 모델을 이용하여 교류를 분석할 경우, SPICE가 우선 교

류를 직류 동작점 주변으로 선형화해 보데 선도(Bode Plot)

를 신속히 그리면서 AC-sweep(교류 신호 주파수 변화에 

따른 출력 변화 관찰)한다는 것이다. 즉, 소신호 연구를 별도

로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곧 전압 모드 하에서 동작

되는 능동 클램프 컨버터의 소신호 반응으로, 그림 14와 같

이 자화전류공명(Magnetic Current Resonance)에 의해 

초래되는 노치를 나타낸다.

다음 달에는 마지막으로 전압 모드에서 작동되는 능동 클

램프 컨버터에서 어떻게 완전한 제어-출력 전달 함수를 도

출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본다.

 ☆

대신호 능동 클램프 컨버터는 적절하게 제작될 경우 시뮬

레이션 계통도로 이어지는 몇 가지 전류 및 전압 발생기를 필

요로 한다. 이와 같은 비선형 모델에서는 교류 시뮬레이션으

로부터 보데 선도를 신속히 얻어낼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실험실 측정을 기본으로 하여 완전한 전달 함

수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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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신호 모델은 노치의 존재를 훌륭하게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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