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공유 기능을 가지는 교차형 CrM Boost PFC 컨버터 병렬 구현 

김문영, 강정일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Parallel Implementation of Two Interleaved CrM Boost PFC Converters with Load 
Sharing 

Moonyoung Kim and Jeongil Kang 
Visual-Display Business, Samsung Electronics Co., Ltd. 

 

 
ABSTRACT 

 
임계모드 (Critical conduction mode, CrM) 동작을 하는 PFC 

컨버터는 주파수 변동을 통한 Valley switching 동작으로 
인하여 높은 효율 및 양호한 EMI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Peak 
부하가 큰 시스템에서 CrM 설계를 하게 되면 정격부하에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동작이 불가피하여 시스템 효율이 
나빠지고 높은 DC-bias 확보를 위해 인덕터 크기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 및 인덕터 사이즈 저감을 
위한 임계모드에서 동작하는 두 개의 교차형 PFC 컨버터의 
병렬 구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서 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로 TV패널의 대형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TV 제조업체에서 큰 화면을 가지는 TV를 출시하고 
있으며,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형인치 TV가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다. TV 화면이 커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TV가 소비하는 전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100인치급 8K 해상도 화면을 위해서는 1kW급의 파워보드가 
필요하며 높은 명암비를 위해서 순간적으로 필요한 Peak부하는 
1.5kW가 넘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1kW이상을 전달하는 PFC 
컨버터의 경우 입력 전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주로 연속전류 
모드 (Continues current mode, CCM)으로 설계 하지만 CCM 
설계는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다. 첫 번째, 높은 인덕턴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인덕터의 사이즈가 매우 커진다. 두 번째, 
FET의 Hard switching 및 다이오드 reverse recovery current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매우 높아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며 
반도체 소자 발열 저감을 위해서 Heatsink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Hard switching으로 발생되는 
ringing으로 인하여 EMI 특성이 좋지 못하다. 반면, 중용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계모드 (Critical conduction mode, CrM)는 
주파수 변동을 통한 Valley switching 동작으로 인하여 높은 
효율 및 양호한 EMI 특성을 가지며 CCM대비 비교적 작은 
인덕터 사이즈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CrM방식의 전류는 
평균 전류값의 2배 정도의 큰 Peak값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큰 인덕터 DC-bias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격부하 대비 매우 
큰 Peak 부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DC-bias로 인하여 인덕터가 비이상적으로 커지게 되며, 
더불어 CrM동작은 소비전력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낮아지는 
주파수 가변 방식이어서 Peak 소비전력에서도 가청주파수 

대역보다 높게 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정격 소비전력에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로 동작하여 효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피크부하가 
클 경우에는 컨버터를 병렬 구동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각 컨버터간의 출력 전류를 배분해주는 Load share IC가 추가로 
필요하다[1], [2]. Load share IC는 전원장치의 출력전류를 sensing 
하여 소비전력을 배분하기 때문에 초기 기동 및 Load가 변할 
때 정상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한쪽으로 부하가 쏠릴 수도 있어 
피크부하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Boost PFC 처럼 
출력전압이 높은 Application에서는 High side 전류 센싱의 
어려움이 있다[1],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크 부하가 큰 파워보드에서 Load 
share IC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인덕터 사이즈 저감 및 효율 
상승을 위하여, 임계모드에서 동작하는 두 개의 교차형 PFC 
컨버터의 병렬 구동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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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교차형 CrM PFC 컨버터 병렬 구동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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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M 동작에서의 인덕터 전류 및 출력으로 전달되는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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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lave단 feedback 단자 연결도 및 등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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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대칭 ZCD 제어 동작 

 
2. 제안하는 교차형 CrM PFC 컨버터 병렬 구동 
 

2.1 제안하는 병렬 구동 회로 구성 

 
그림 1은 제안하는 CrM PFC 컨버터의 병렬 구동 회로이며 

Interleaved PFC 2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어IC는 TI社의 UCC28064 이다. UCC28064는 Constant On-
time 제어를 통하여 제어루프에 입력전압 센싱 및 연산 없이 
간단하게 PF 및 THD를 만족시킬 수 있다[3]. Mater 블록은 
출력전압을 Feedback 받아 출력전압 regulation을 위해 COMP 
전압을 변동하여 FET Gate의 On-time을 조절한다. Slave 
블록은 출력전압을 직접 Feedback 받지 않고 Master 블록에 
제공하는 On-time을 공유 받는다. 따라서 VSENSE핀과 VREF 
핀을 직접 연결 혹은 그림 1의 D1와 같이 다이오드 결선을 
한다. 각 IC는 Master와 Slave 인덕터의 ZCD권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OFF 동작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PFC IC는 FB단 Short로 인한 출력전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값 이상의 Threshold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lave IC 기동을 위해서 Slave VSENSE단에 Bias 
회로가 필요하며 이는 그림 1과 같이 Vcc 전압 배분 회로와 
다이오드 D2로 구성할 수 있다. Master단과 Slave단은 On-
time만 공유하되 각자 개별 컨버터는 독립적인 OVP 및 OCP 
동작을 감지하여 보호동작을 시행한다. 보호동작이 되면 
COMP단 전압을 0V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때문에 Master 및 
Slave가 모두 동시에 동작을 멈추게 되어 한쪽만 동작하여 
부하를 모두 부담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2.2 병렬 구동 원리 및 설계 시 고려 사항 

 
그림 2는 CrM 동작 시 인덕터 전류 및 출력으로 전달되는 

전력량을 도식화 한 그림이다. 출력으로 전달되는 전력량은 
그림 2와 같이 인덕터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입력 전압과 On-
time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동일한 입력 
전압값을 가지며 On-time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전력량이 같아지게 되므로 특별한 제어 없이 부하공유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다. 물론, 인덕터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되지만 인덕턴스의 
tolerance는 미리 예측 가능한 범위의 오차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3은 다이오드를 통한 Slave단 Feedback 단자 연결도 및 
그 등가회로이다. 단순히 VSENSE단과 VREF단을 연결하게 
되면 Slave IC 내부에 Transconductance (gM) Offset으로 
인하여 Comp단의 positive offset 전류를 흘릴 수 있다. 
보통 보호동작 후 IC는 Gate 신호를 끄기 위해서 
COMP전압을 급격히 방전시키고 일정전압 이하가 되면 
다시 정상동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Positive offset 
전류가 COMP에 Offset 전압을 만들어 IC 재기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연결할 경우에는 IC 
Transconductance 입력에 항상 –VF 전압이 인가 되어 
일정한 Negative offset 전류를 흘릴 수 있어 위와 같이 
두 IC의 COMP단자가 묶임으로써 발생되는 이상 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2.3 비대칭 ZCD 제어 

 
CrM PFC에서 인덕터의 ZCD 권선 전압을 통하여 FET 

Drarin-Source 전압을 감지하며 이 전압이 감소하여 Valley 
부근에서 스위칭 하여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 ZCD 
권선에 연결된 직렬저항 크기에 따라서 실제 IC 핀에 인가되는 
전압 크기가 지연되며 그 크기는 실제 구현된 파워보드 
파라미터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된다. 따라서, Master 및 slave 
모듈간의 ZCD 직렬 저항값 차이를 주면 그림 4와 같이 각 
모듈간 ZCD delay 차이를 가져 Off-time을 달리 할 수 있다. 두 
모듈은 서로 On-time을 공유하여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Off-time 변화는 미세한 주파수 변동을 만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Master와 slave는 완벽한 Phase구동은 
불가능하지만 주파수 변동으로 인하여 일부 영역에서는 리플이 
서로 상쇄되어 입/출력에 흐르는 RMS current를 이론적으로 약 
20%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4는 부하공유 동작을 잘 되어 
같은 출력전류 크기를 가질 때, 두 모듈의 미세 주파수 차이에 
따른 PSIM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4와 같이 주파수 차이 
크기에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효과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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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t = 100W Pout = 500W 

  
Pout = 900W Pout = 1.5kW 

그림 5. 부하 별 Master/Slave 인덕터 전류 정상상태 동작 파형 
 

  
100W → 900W 900W → 100W 

  
초기 기동 OFF동작 

그림 6. 과도상태 Master/Slave 인덕터 동작 파형 
 

  
그림 7. 부하 공유 적용 전/후 보드 사진 (좌) 적용 전, (우) 적용 후 
 

3. 실험 결과 
 
그림 5는 Master 및 Slave 블록의 소비전력 별 인덕터 전류 

파형이다. 그림과 같이 Master 블록의 인덕터 전류와 Slave 
블록의 인덕터 전류의 모양 및 크기가 유사하며 각 컨버터가 
Load share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은 출력부하 변동, 초기 기동 및 OFF동작 시 전류 
파형이다. 그림 7과 같이 과도 상태에서도 인덕터 전류의 
불평형 현상 및 이상동작은 없이 Load share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설계 
마진을 최소화 하여 반도체 소자 및 인덕터의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7은 제안하는 Load share 기법 적용 전/후 보드 
사진이다. 부하 공유를 통하여 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어 
인덕터 크기가 감소 가능하며, 정상 상태 동작 주파수를 낮출 
수 있어 FET 개수 감소 및 H/S 축소가 가능하다. 또한 비대칭 
ZCD 제어를 통하여 출력 Capacitor 개수 저감도 가능하다. 

그림 8은 제안하는 부하 공유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부하별 Master 및 Slave의 출력 전류 편차를 보여준다. 100W 
이하에서는 Burst 동작에 의해서 편차가 9.47%정도로 매우 

크지만 부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편차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8. Master-slave간 출력 전류 편차 

 

 
 

그림 9. Master-slave간 인덕터 편차에 따른 출력 전류 편차 
 

부하가 큰 동작에서 정상적인 부하공유 동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부하에서의 편차는 중요하지 않다. 

그림 9는 Master 및 Slave간의 인덕터 tolerance에 따른 출력 
전류 편차이다. 파란색은 Master에 +10%의 인덕터 샘플을 
적용하고 Slave에는 -10% 크기의 인덕터 샘플을 적용한 결과 
이며, 빨간색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그림 8과 마찬가지로 
부하가 증가할수록 두 모듈간의 전류 편차는 줄어들며, 이는 
단순 두 모듈간의 인덕턴스 차이만큼 전류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한 부하공유 특성을 잘 따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눈문에서는 두개의 CrM PFC IC의 COMP단 전압 공유를 

통하여 추가 Load share IC 및 출력 전류의 Feedback 없이 
Load share가 가능한 두 개의 교차형 CrM Boost PFC 컨버터의 
병렬 구성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정상상태 동작 및 
과도구간에서 설계값 이상으로 출력전류의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아 반도체소자 및 인덕터 최적설계가 가능하므로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 상승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2개의 
병렬 구동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복수개의 병렬 구동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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