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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는 고전류 및 고전력이 요구되

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모듈러 구조의 전력

변환 장치는 전체 출력 전력을 각각의 단일 전력변환 장치의

출력 전력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제어하여 부하 부담을 모든

개별 전력변환 장치로 분산한다. 하지만 기존의 출력 전력 균

등화 제어는 전력변환 장치 간의 전력변환 효율 차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시

스템의 전력변환 효율과 신뢰성을 저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개별 전력변환 장치 간의 실제적인 효율 차이를 고려하여

출력 전력이 아닌 입력 전력에 대하여 모듈러 구조로 구성된

개별 전력변환 장치의 부하를 조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제어 방법은 2개

의 200 W급 모듈러 벅 컨버터를 통해 검증하였다.

1. 서 론

모듈러 구조의 병렬 연결된 전력변환 장치는 고전력 및 고

전류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 높은 전력변환 효

율, 높은 신뢰성, 낮은 전압 및 전류 스트레스 등을 달성할 수

있다.[1] 하지만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는 각각의 개별 전

력변환 장치에 전력 부담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전력 제어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전력변환 장치의 출력 전류

를 제어하는 출력 전력 균등화 방식이 사용된다.[2]

장기간 사용한 전력변환 장치는 능동 및 수동 소자의 노후

화로 인해 새로운 전력변환 장치에 비해 전력변환 효율이 감소

한다.[3] 또한 제조 과정의 공차로 인해 동일하게 제작된 전력변

환 장치 사이에도 전력변환 효율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듈

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을 사용할 경우 전력변환 장치의 효율에 관계 없이 일정한

출력 전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력변환 효율이 낮은 전력변환

장치의 전력변환 부담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노후화된 전력변

환 장치의 노후 가속화를 촉진하여 전력변환 효율을 더욱 감소

시키고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의 신뢰성 및 수명을 단축

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4]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 간 내재하는

전력변환 효율 편차를 능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을 제안한다.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모듈러 구

조의 개별 전력변환 장치 간의 손실을 자동으로 분배할 수 있

그림 1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에 적용되는 입력 전력 균등화 및 출력 

전력 균등화 제어 방식 비교

어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시스템의 전력변환 효율과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

에 사용되는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과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

을 비교하였다. 기존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모듈러 전력변

환 장치의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Master 전력변환 장치의 출

력 전력을 센싱하여 Slave 전력변환 장치의 출력 전력을 동일

하게 제어한다. 제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Master 전

력변환 장치의 입력 전력을 센싱하여 Slave 전력변환 장치의

입력 전력을 동일하게 제어한다.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에 비

해 제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추가적인 센서나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출력 전력 균등화 및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의 비교

2.1 전력변환 효율 및 손실 분석

그림 2는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의 전력 흐름을 도표

로 나타내었다. 이 때, P I와 PO는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

치의 전체 입력 및 출력 전력을 나타내고 P Ii 및 POi, ηi는 i번

째 전력변환 장치의 개별 입력 및 출력 전력과 전력변환 효율

을 나타낸다.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을 이용한 모듈러 전력변

환 장치의 입력 및 출력 전력과 전체 전력변환 효율 및 손실을

- 148 -

전력전자학술대회�논문집�2020.�8.�18�~�20�



그림 2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개념적인 전력 흐름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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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N은 병렬 연결된 개별 전력변환 장치의 개수를

나타낸다.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을 이용한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입력 및 출력 전력과 전체 전력변환 효율 및 손실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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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균등화 기법에 따른 성능 비교

본 절에서는 두 개의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 예를 통해 입력

전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의 전체 전력변환 효율과 전력

변환 손실 편차를 비교한다.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에 입력 전

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를 사용하였을 때 전체 전력변환

효율 차이(ηT.I-ηT.O)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두 개의 전력변환

장치가 동일한 전력 변환 효율을 가질 때 입력 전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의 전력변환 효율이 동일하다. 노후화

및 제작 공정에 의한 전력변환 장치의 전력변환 효율 편차를

고려하면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이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에

비해 높은 전력변환 효율을 갖는다. 각각의 개별 전력변환 장

치의 효율 차이가 커질수록 제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이

기존의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에 비해 효율이 높고 그 편차가

커진다.

그림 3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입력 전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 

사용 시 전력변환 효율 차이 (ηT.I-ηT.O)

(a) 입력 전력 균등화 사용 시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

(b) 출력 전력 균등화 사용 시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

그림 4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입력 전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

에 대한 장치 간 전력변환 손실 편차

그림 4는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에 입력 전력 균등화와 출력

전력 균등화를 적용할 때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를 나타

내었다. 두 개의 전력변환 장치의 효율 편차가 존재하면 전력

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에 비해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

은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성능 편차가 발생하였을 때 전체

전력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별 전력변환 장치 간 손

실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능이 낮은 전력변환 장치의 전

력변환 가동율을 줄여서 노후 가속화를 저감하고 장치의 수명

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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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 W 급 Buck 컨버터 시제품의 전력변환 효율

그림 6 전력균등화 기법에 따른 모듈러 Buck 컨버터의 전력 변환 효

율

3. 실험 결과

그림 5는 실험에 사용된 200 W급 Buck 컨버터의 전력변환

효율을 나타내었다. 컨버터 간 노후화 및 제조 공정 오차로 인

한 효율 편차를 모사하기 위하여 Slave 전력변환 장치에 추가

저항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380 W급 모듈러 Buck 컨버터의

전력 균등화 기법에 따른 전력변환 효율을 나타낸다. 출력 전

력 균등화 기법에 비해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전 부하 영역에서 전력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1은 전력 균등화 기법에 따른 모듈러 Buck 컨버터의 전

력변환 효율, 전력변환 손실, 손실 편차, 능동 소자의 최대 동

작 온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2.2절에 나타난 분석 결과와

같이 정상 상태에서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출력 전력 균등

화 기법에 비해 전력 변환 효율뿐만 아니라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전

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력변환 효율

이 낮은 컨버터의 동작 온도를 증가시킨다. 그에 반해 입력 전

력 균등화 기법은 출력 전력 균등화 기법에 비해 전력변환 장

치 간 손실 편차를 줄임으로써 컨버터의 최대 동작 온도를 낮

추고 컨버터 간 동작 온도 또한 균등화시킬 수 있다.

4. 결 론

입력 전력

균등화

출력 전력

균등화
전력변환 효율 84.39% 80.19%

전력변환 손실 (PL,Master) 19.20 W 26.45 W

전력변환 손실 (PL,Slave) 48.22 W 64.25 W

전력변환 손실편차

(PL,Master-PL,Slave)
29.02 W 37.80 W

능동 소자의 최대 동작 온도 64.04 °C 78.06 °C

표    1  전력 균등화 기법에 따른 성능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input power balancing 

and output power balancing methods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구조의 전력변환 장치의 노후화 및

제작 공정 오차에 의한 성능 편차를 고려하여 모듈러 전력변환

장치의 전력변환 효율, 신뢰성, 및 전력변환 장치 간 손실 편차

를 향상시키기 위한 입력 전력 균등화 방식이 제안되었다. 제

안하는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기존의 출력 전력 균등화에

비해 이론적으로 전력변환 효율, 컨버터 간 손실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입력 전력 균등화 기법은 컨버터 간 효율 편차

가 존재할 때 컨버터 간 손실 편차를 줄여 최대 동작 온도를

줄일 수 있다. 200 W급 2개의 모듈러 Buck 컨버터를 통해 실

험적으로 검증한 바,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 시 전력변환 효율

은 4% 이상 향상되었고 *** 부품의 최대 동작 온도도 14 °C

이상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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