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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TLB(Three-Level Boost) 컨버터는 기존 부스
트 컨버터 비하여 스위칭 소자의 전압 스트레스가 절반
으로 줄어들어 낮은 전압정격의 스위칭 소자의 사용이
가능하고, 스위칭 손실 및 다이오드 역회복 손실이 줄어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승압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입력전류 리플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1]-[2]. 이
러한 장점들로 인해 기존 TLB 컨버터는 다양한 고승압
응용회로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1의 기존 TLB 컨버터
와 기존 TLB 컨버터의 두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NPC
(Neutral Point Clamped) 인버터 등의 멀티 레벨 인버터
로 구성되는 응용회로 및 시스템에서는 기존 TLB 컨버
터의 두 출력 전압은 평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
한 응용회로에서 두 부하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되면 기
존 TLB 컨버터의 두 출력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는 문

제가 생긴다[3]-[5]. 따라서, 기존의 TLB 컨버터에서는 전
압 불평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 또는 능동 소자
를 추가하거나 제어 알고리즘의 추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컨버터의 성능 및 동작을 제한
하게 되고 설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4]-[5].
추가적인 회로나 제어 알고리즘 없이 출력전압 불평

형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2의 고승압 TLB 컨버터가 제
안되었다[6]-[7]. 그림 2의 고승압 TLB 컨버터는 기존의
TLB 컨버터에 하나의 인덕터()를 추가함으로써 불평
형 부하조건에서도 추가적인 회로나 제어 알고리즘 없
이 두 출력 전압의 평형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 TLB 컨버터에 비하여 전압이득이 두 배 높아 고
승압 응용회로에 더욱 적합하며, 스위칭 소자의 전류 스
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컨버터의 효율이 향상된다.
하지만, 인덕터()의 추가로 인해 입력 전류의 리플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7].
그림 3은 부스트 컨버터 두 개를 결합한 형태의 병렬

입력/직렬출력(Parallel-input Series-output, PISO) 부스
트 컨버터를 나타낸다[8]. PISO 부스트 컨버터는 그림 2의
고승압 TLB 컨버터와 승압비 및 스위칭 소자의 전압, 전
류 스트레스가 동일하며, 불평형 부하조건에서도 두 출
력전압의 평형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인덕터 병렬
구조로 입력 전류의 리플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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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three-level boost(TLB)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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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gh voltage gain TLB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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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allel-input series-output(PISO) boost converter.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PISO 부스트 컨버터의 단일 출
력을 사용하는 경우의 해석만 진행되었다[8]-[10]. 본 논문
에서는 PISO 부스트 컨버터의 두 개의 출력을 사용하는
응용회로에서 정상상태 동작 특성 해석을 통해 불평형
부하조건에서 두 출력 전압 평형이 유지되는 고유의 특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병렬입력/직렬출력(PISO) 부스트 컨버터

그림 4와 5는 각각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주요 동작
파형과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컨버터의 모든 소자는 이

상적이라고 가정하였고 스위치의 데드타임(Dead Time)
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위칭 소자  ,  , , 의 스위
칭 신호는 기존 TLB 컨버터 및 고승압 TLB 컨버터와
동일하다. 과 의 시비율()은 동일하며 180˚의 위상
차를 가진다. 과  , 와 는 각각 상보적으로 동작
한다. 과 의 시비율()이 0.5보다 작게 되면 PISO
부스트 컨버터는 다른 동작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두 출
력전압의 평형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는 0.5보다
커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 경우에 한해서 해석
을 진행하였다. 입력전압  과 출력 전압  ,  , 
는 일정한 직류 전압으로 가정한다.

2.1 PISO 부스트 컨버터 동작모드
PISO 부스트 컨버터는 그림 4와 5에 표현된 것과 같

이 4개의 동작모드를 가진다.

모드 1 [ ]: 모드 1에서는 이 턴 온 되고 는
턴 오프 된다. 와 는 각각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인덕터 전류  , 는 각각 , 을 통해 흐

르고, 인덕터 전압  , 는 과 같게 된다. 의 전

압 은 과 같고, 의 전압 은 와 같다.

모드 2 [ ]: 모드 2에서는 가 턴 오프 되고 

는 턴 온 된다. 과 는 각각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 는 각각 , 를 통해 흐르고, 은
 을 유지하며 는  가 된다. 이때, 의 전압
는 와 같고, 는 과 가 온 되어 있으므로
와 같게 된다.

모드 3 [ ]: 모드 3에서는 가 턴 온 되고 는
턴 오프 된다. 와 는 각각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인덕터 및 스위치의 전압, 전류는 모드 1과
같다.

모드 4 [ ]: 모드 4에서는 이 턴 오프 되고 

는 턴 온 된다. 와 는 각각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은 와 를 통해서 흐르고, 는 를 통

해서 흐르게 되므로 에는 입력 전류(    )가

흐르게 된다. 은   이고 는 을 유지한다.
의 전압 은 와 같고, 는 와 같게 된다.

2.2 전압 이득
정상상태에서  , 의 Flux balance 조건에 의해

 과  ,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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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ey theoretical waveform of the PISO boos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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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과 식 (4)에 의해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전압
이득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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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erating modes of the PISO boost converter.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전압 이득은 그림 1의 기존
TLB 컨버터보다 2배 높게 되고 또한 그림 2의 고승압
TLB 컨버터의 전압 이득과 같다.

2.3 스위칭 소자의 전압, 전류 스트레스
정상상태에서 출력 커패시터  , 의 Charge

balance 조건에 의해 과 의 평균전류  , 는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  , 는 출력 평균 전류이다.

 







 (6)

 







 (7)

정상상태에서 식 (3)과 식 (4)에 의해 두 출력 전압은
각각 가 되므로, 정격 부하(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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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input current ripple of conventional
TLB, high voltage gain TLB, PISO boost converter.

는 식 (8)과 같이 각각 입력 평균전류 의 절반이
된다.

    

 (8)

전술한 동작모드 분석과 식 (8)에 의해 과  , 의
전류 스트레스는 이고, 의 전류 스트레스는 임
을 알 수 있다. 표 1은 기존의 TLB 컨버터와 고승압
TLB 컨버터,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칭 소자의 전
압 및 전류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4 입력 전류 리플
그림 6은 동일한 입출력전압, 인덕턴스 및 스위칭 주

파수에 대해서 기존 TLB 컨버터, 고승압 TLB 컨버터
와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입력 전류 리플을 비교한 것
이다[9]. 동일한 전압이득에서 PISO 부스트 컨버터는 고
승압 TLB 컨버터 대비하여 입력 전류 리플이 작다. 그
리고, 전압이득이 6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TLB 컨버터
보다 입력전류 리플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5 전압 불평형 개선
이론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두 출력 전압 , 는

불평형 부하 조건(≠)에서 인덕터(, )의 Flux
balance 조건과 출력 커패시터( ,  )의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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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eration mode of the PISO boost converter under
unbalanced load condition. ( ∞ ,    )

balance 조건에 의해 두 출력 전압은 평형(  )이
유지된다. 그러나 특정한 부하 조건에서는 컨버터의 동
작모드가 변경되어 스위칭 소자의 데드타임()에 의
해 약간의 출력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7은 는 정격부하( )로 고정되어 있고 가

증가하는 불평형 부하조건에서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주요 동작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8은  ∞인 경우에
∼  구간의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이 증가하는
경우, 이 감소하게 되므로 은 감소하고, 는 정격
전류를 유지하게 된다.  전류가 음이 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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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의 동작 모드의 변경이 없고 출력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음이 되는 경우에는 데드타임 동안 새로운 동작모
드가 생겨나고 약간의 출력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게 된
다. 와 가 온 되어 있는 동안(∼ )은 이 음이

어도 은 와 를 통해 흐르므로, 은  이
된다. 하지만, 와 의 데드타임 동안(∼ )은 가
오프 되어 있으므로 은 를 통해 흐를 수 없으므로
의 역병렬 다이오드(Body Diode)를 통해서 흐르게 되
고, 은 이 된다. 그러므로 의 Flux balance 조건

Output power () 2 [ ]
Input voltage ( ) 120 [ ]
Output voltage () 600 [ ]

Load resistance (,) 90 [ ]
Switching frequency () 50 [ ]
Switching
devices

,  ,  SWP47N60CFD
 IXFH24N80P

Inductor (, ) 96 [ ]
Output capacitor 188 [ ]
Dead time 0.7 [ ]

TABLE II
ELECTRICAL SPECIFICATION OF PROTOTYPE

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력전압 이 상승하게 된다

(→
′ ). 증가한 출력전압 

′ 은 식 (10)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9)


′ 

 (10)

데드타임에 의해 발생한 출력 전압 불평형(∆)은
식 (3)과 식 (10)에 의해 식 (11)과 같이 시비율과 데드
타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격부하( )로 고정되어 있고 가 증가하는

불평형 부하 조건에 대해서는 그림 9과 그림 10을 통해
서 이 변동되는 경우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며, 식
(12)와 같이 이 변동되는 경우와 동일한 출력 전압
불평형(∆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11)

∆  ′  



 (12)

∆ ∆ ∆ (13)

3. 실험 결과

PISO 부스트 컨버터의 이중 출력에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표 2의 사양에 근거해 2kW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
론적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11은 각 스위치의 전압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3

의 이론적 파형에서 보인 것처럼 , , 의 전압 스
트레스는 출력 전압의 절반이고 스위치 의 전압 스트
레스는 출력전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과
의 전류 파형과 입력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표 2의
실험조건에서 입력 전류의 리플이 인덕터 전류 리플의
약 1/3임을 확인 할 수 있다[11]. 고승압 TLB 컨버터
(    ,     ) 대비하여 더 작은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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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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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perimental waveform of switch voltage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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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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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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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 di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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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L ini i AD = ´D »

Fig. 12.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input current()
and inductor currents(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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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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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oV V div 2[100 / ]oV V div

0A

Fig. 13. Experimental waveform of inductor currents( , )

and output voltage ,  with balanced load
(    ) and  dead-time.

(     )를 사용하여 동일한 입력 전류 리플을
얻을 수 있다[7]. 그림 13은 평형부하(    )
서의 인덕터 전류( , )와 출력 전압(, )의 파형
이다. 그림 14는  ∞ ,   인 불평형 부하 조
건에서의 과 의 전류 및 출력 전압  , 의 파
형이다. 그림 15는    ,  ∞인 불평형 부하
조건에서의 과 의 전류 및 출력 전압  , 의
파형이다. 심각한 불평형 부하조건( ∞   

1
[10 / ]Li A div

2
[10 / ]Li A div

[5 / ]s divm

1[100 / ]oV V div 2[100 / ]oV V div

30U VD »

0A

Fig. 14. Experimental waveform of inductor currents ( ,

) and output voltage  ,  with unbalanced load

( ∞ ,   ) and  dea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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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perimental waveform of inductor currents ( ,

) and output voltage  ,  with unbalanced load

(   ,  ∞ ) and  dea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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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easured efficiency with load variation.

또는     ∞ )에서 데드타임(   )에
의해 출력전압 (또는 )의 10%인 약 30V의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부
하변동에 따른 컨버터의 효율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46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3, No. 1, February 2018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병렬입력/직렬출력(PISO) 부스
트 컨버터의 두 개 출력을 사용하는 응용회로에서 두
출력 전압의 평형 유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부하 불평형
이 발생한 경우 약간의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지만 전압
불평형은 데드타임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출력 전압 대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는 특성을 확인하였
다. 하나의 출력은 전부하이고 다른 하나의 출력은 무부
하인 심각한 부하 불평형 상태에서도 본 논문의 실험조
건에서 약 30V의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2kW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병렬입력/직렬출력
(PISO) 부스트 컨버터의 특성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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