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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Hot Swap Controller를 가지는 병렬 구동 서버용 

전원 장치

Parallel Driven Power Supply with Low Cost Hot Swap Controller fo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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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low cost hot swap operation circuit of a parallel operation power supply for servers. Hot 

swap function for server power system is essential in 24 hour operation system such as internet data center, server, factory 

and etc. Server power supplies used in internet data centers have two or more parallel operations with the hot swap 

operation. However, the cost of the power supply is high because the controller IC for hot swap operation is very expensiv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parallel-operated power supply with a low-cost hot swap controller for servers. The proposed 

system can operate hot swap function by using discrete devices and reduce the cost by more than 50%. A 1.2kW prototype 

system is implemented to verify the proposed low cost hot swap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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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원 장치의 N+1 redundant 병렬 구동.

Fig. 1 N+1 redundant power supply parallel operation. 

1. 서  론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에 막대한 정보 및 모든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이

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게 되고 이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컴

퓨터, 통신용서버 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정

보처리와 통신을 위한 서버의 전원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서버와 같은 장치의 전원 장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고효율, 높은 신뢰성, 낮은 노이즈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장 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험하여, 그림 1과 같

이 전원장치의 N+1 redundant 병렬 구동을 하여, 1개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1개로 시스템을 보호한다. 

서버용 전원 장치에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은 Load share와 

Hot swap 기능이다[1-2]. Load share 기능은 N+1 병렬 구동 

시 각 전원 장치에 전력이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방열이나 시스템 

효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에 서버용 전원 장치에서는 특별하

게 Load share라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Load share 기능은 

Droop 기법과 Active Load share 기법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형 

시스템에서 Droop 기법을 사용하고 좀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Active Load share 기법을 사용한다[3]. 두 번째 

Hot swap 기능은 1대의 전원 장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서버 

시스템을 정지시키기 않고, 전원 장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기

능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이다. 

본 논문은 서버 전원 장치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능 중 Hot 

swap 제어기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Hot swap과 관련

된 연구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 Hot swap 기능을 위

한 시스템 전압 제어에 대한 기존 연구가 진행되었다[4-5]. 다른 

연구에서는 Hot swap 기능을 위한 집적 회로 설계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6]. 기존 연구에서는 Hot swap 동작을 위해 시스

템 전압 제어와 IC 설계에 대한 연구였지만, Hot swap 기능을 

위한 대용량 서버용 전원 장치의 경우 고효율과 더불어 저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AC/DC와 DC/DC 전력 변환 회로에 관한 연구는 

효율 개선은 가능하나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Hot swap 기

능은 전용 IC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가격을 차지하여 서버 전원 

장치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서버 전원 

장치에 전용 IC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소자를 이용하여 저가형 

Hot swap 제어기를 제안한다. 서버용 전원 장치의 필요한 Hot 

swap 기능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원과 동작 회로를 설계한다. 

1.2kW 전원 장치를 제작하여 제안한 Hot swap 제어기 동작 검

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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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버 전원 장치의 구성도

Fig. 2 Power supply structure for server or communication 

devices

그림 4 Hot swap 제어기 기능

Fig. 4 Hot swap controller function

2. 제안하는 저가형 Hot swap controller

2.1 서버용 전원 장치

서버 전원 장치의 블럭도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서버 전원 장치는 일반적으로 2단 구조 전력 변환 구조를 사용

한다. 첫째 전력 변환 단계는 하모닉 규제와 역률 보상을 위해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필터를 포함한 PFC 전력 변환 

회로가 필요하다. PFC 컨버터는 대부분 전류 연속 모드 Boost 

컨버터를 사용하여, AC 입력 전류와 입력 전압의 위상차를 보정

하게 되며, 2단계 전력 변환 단계인 DC/DC 컨버터의 입력 전압

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7-8]. 둘째 전력 변환 단계는 

DC/DC 컨버터로 서버 시스템에 필요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역할과 계통 과의 절연 역할을 한다. DC/DC 컨버터는 중용량 

(300~700W) 서버용 전원 장치에서는 Half-bridge LLC 컨버터가 

주로 사용된다[9-11]. PFC 출력 전압이 400V로 고전압이기 때

문에 DC/DC 컨버터의 1차 측 MOSFET 스위치는 전 부하에 걸

쳐, 영전압 스위칭이 되어야 하고, 2차 측 정류기의 전압 내압이 

낮으며 변압기에 offset 자화 전류가 없어 LLC 컨버터로 높은 효

율을 얻을 수 있다 [10-11]. 반면, 대용량(700W~) 서버용 전원 

장치의 DC/DC 컨버터는 PSFB(Phase Shifted Full Bridge) 

DC/DC 컨버터를 사용한다[12-13]. 출력전압 12V이고 출력 전류

가 매우 크기 때문에, 1차 측 MOSFET의 영전압 스위칭을 이루

면서 도통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컨버터를 사용해야 한다. 

PSFB 컨버터는 출력 인덕터가 존재하여, 2차 측 전류의 리플을 

작게 가져갈 수 있어 도통 손실을 저감시킬 수 있다. 기존 연구

에서는 영전압 스위칭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도

통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른 한 가지 

전력 변환 회로는 전원 장치에 필요한 전압들과 대기 모드에서 

동작하기 위한 Standby 전력 변환 회로이다[14]. Standby 전력 

변환 회로는 잘 알려진 Flyback 컨버터가 사용된다. 부가적으로 

상시 동작하는 서버 시스템의 경우 매우 집적도가 높게 제작되므

로 방열을 위한 팬이 필요하며, 전원의 On/off 시퀀스 제어 및 

메인 시스템과의 전원 장치 상태 정보 공유를 위한 마이콤이 필

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력 변환 단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전

기기기에서 적용하는 구조로서 서버용 전원 장치의 경우 전력 변

환 단계의 효율 증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서버 전원 장치의 Hot swap 기능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시

스템 전체 동작에 아무런 영향 없이 전원 장치를 교환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이다. 두 전원 장치 간에 출력 전압 단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결합하기 위함과 동시에 Load share 기능에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효율 저하가 작아야 한다. 이러한 Hot 

swap 기능은 그림 3과 같이 Oring 스위치를 구현 할 수 있다. 오

어링 스위치는 다이오드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나 효율 감소

가 매우 크다. 이에 MOSFET으로 오어링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

다. MOSFET으로 구현하게 되면 효율 저하는 적지만 MOSFET의 

켜고 끄기 위한 제어기가 필요하다. 제어기 전용 IC는 가격이 매

우 비싸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전용 IC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

형 Hot swap 제어기를 제안한다. Hot swap 기능에 필요한 동작

을 분석하고 각 블록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오어링 다이오드를 통한 Hot swap 동작

Fig. 3 Hot swap operation with oring diode

2.2 Hot swap 기능 분석

기존 전용 IC를 분석하여, 그림 4와 같이 Hot swap 제어기에 

필요한 기능을 블록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Rsense 저항은 

Load share 기능을 위한 전류 감지용이다. Hot swap 동작의 핵

심은 MOSFET의 소스-드레인 간 양단 전압을 감지하여 전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단독 운전 서버용 전원 장치에서 DC/DC 

컨버터에서 출력 전류가 흐르면 MOSFET의 내장 다이오드가 도

통이 되면서 소스-드레인 간 전압이 내장 다이오드의 전압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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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ot swap 제어기 동작 파형

Fig. 5 Operational waveform of the hot swap controller

그림 6 Hot swap 제어기 순서도

Fig. 6 Flow chart of the hot swap controller

구 분 값 or Part

출력 전압 12V

출력 전력 1.2kW

Comparator LM393(3EA)

Op-Amp LM318(2EA)

Logic 4075(1EA)

Oring MOSFET BSC022N03S

Table 1 실험 조건

Table 1 Experimental specification

로 나타난다. 이때, 부하에 전력이 공급된다고 판단하여 오어링 

MOSFET를 켠다. 만약 소스-드레인간 전압이 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역전류가 발생했다고 판

단해 오어링 MOSFET를 끈다. 1대의 전원 장치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 장치를 교체 시 MOSFET의 내부 다이오드로 인

해 두 전원 장치 사이에 간섭 없이 전원 장치를 교체 할 수 있

다. 이에 필요한 기능 블록은 그림 4와 같이, 소스-드레인 양단 

전압을 감지하는 부분과 판단하는 회로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서버용 전원 장치의 출력 전압은 12V이다. 하지만, MOSFET의 

소스-드레인간 전압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보다 높은 

구동 전압이 필요하다. 또한 오어링 FET를 구동하기 위한 전압

은 12V 이상이 되어야 채널 저항이 작아져 효율 저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블록은 Hot swap 제어기에는 서버용 전원 

장치의 출력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컨버터가 필요

하다. 기존 IC에서는 인덕터가 있는 Boost 컨버터나 Charge 

pump형태의 회로를 이용해 전압을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Hot 

swap controller의 상태 감지를 위한 블록과 오어링 MOSFET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가 필요하다.

2.3 Hot swap controller 동작 설계

그림 5와 그림 6은 개별 소자를 이용한 Hot swap 제어기의 

동작 순서와 순서도이다. vsd_oringFET 센싱 값은 오어링MOSFET의 

소스-드레인간 검출 전압이고, SUV는 최소 전압 판단 신호이다. 

SOV는 과전압 판단 신호이며, SSD는 오어링 MOSFET를 켜기 위

한 신호이다. 전원 장치가 켜지게 되면, 오어링 MOSFET의 내부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고 Oring MOSFET 소스-드레인간 양단 전

압은 다이오드 내장 전위가 검출된다. 아직 출력 전압이 최소 전

압 이하이므로 오어링 MOSFET는 켜지지 않는다. 출력 전압이 

최소 전압과 과전압 사이에 존재할 때, 오어링 MOSFET이 켜지

게 되고, 과전압이 발생하면 꺼지게 된다. 그림 6과 같은 순서도

로 전원 장치의 메인 시스템에 상태를 전달하게 된다.

2.4 개별 소자를 이용한 Hot swap 제어기 

개별 소자를 이용한 Hot swap 제어기를 그림 7과 같이 제안

한다. 동작 설계를 기반으로 전압 검출 회로 및 신호 판단 회로

는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를 사용하였다. 전압 검출 회로를 통해 

오어링 MOSFET 소스-드레인간 전압을 검출 및 증폭을 하여 검

출된 전압 값을 바탕으로 오어링 MOSFET 내부 다이오드의 켜

진 상태를 파악한다. 오어링 MOSFET의 소스-드레인 전압을 검

출하여, 최소 전압과 과전압 상태를 결정한 후 오어링 MOSFET

의 켜짐과 꺼짐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모든 신호를 바

탕으로 로직을 거쳐 오어링 MOSFET을 구동한다. 제어기에 필요

한 구동 전압과 오어링 MOSFET 구동 전압은 그림 8과 같이 생

성한다. 대용량 서버 전원 장치의 DC/DC 컨버터는 PSFB 컨버터

를 사용한다. 이에 2차 측 변압기의 전압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12V 출력 전압인 경우 약 35V 이상 발생하게 되며, 이를 



Trans. KIEE. Vol. 67, No. 6, JUN, 2018

저가형 Hot Swap Controller를 가지는 병렬 구동 서버용 전원 장치             741

그림 7 개별 소자를 이용한 Hot swap 제어기

Fig. 7 Hot swap controller with discrete parts 

그림 8 PSFB DC/DC 컨버터에서 Hot swap 제어기 전원

Fig. 8 Power supply for the hot swap controller in the 

PSFB DC/DC converter

그림 9 개별 소자 Hot swap 제어기 실험 세트

Fig. 9 Experimental set of the hot swap controller with 

discrete devices

그림 10 오어링 MOSFET 게이트-소스 전압에 따른 부하별 효율

Fig. 10 Efficiency with the oring MOSFET gate-source voltage 

according to load variation

바탕으로 필요한 전압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압을 생성하

게 되면 동기식 정류기의 스너버 역할도 하게 되어, 동기식 정류

기의 전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3. 실험 동작 검증

개별 소자를 이용하여 설계한 Hot swap 제어기의 동작 검증

을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대용량 1.2kW 서버용 전원 

장치를 동작 검증 실험 세트로 결정하고, 주요 소자는 표 1과 같

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주요 블록을 제작하였으며 오어링 

MOSFET은 도통 손실 저감을 위하여 4개를 병렬로 구동하였다. 

실험 검증은 구동용 전압 생성, 단독 운전, 병렬 운전으로 수행하

였다.

3.1 오어링 MOSFET 구동 전압 생성 및 전압 값 결정

오어링 MOSFET의 구동 전압에 따라 MOSFET의 채널 저항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동 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10은 1.2kW 서버용 전원 장치의 효율을 오어링 

MOSFET 구동 전압에 대해서 부하별로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구동 전압이 6V이상 되면, 효율 차이가 미비하여 게이트-소스간 

구동 전압을 6V로 결정하였다. Source 전압이 전원 장치의 출력 

전압인 12V이므로 구동 전압은 18V가 되어야 한다. 구동 전압을 

그림 7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할 때, PSFB DC/DC 컨버터를 

100A 부하에서 실험한 결과를 그림 11에서 보이고 있다. 18V 출

력 전압에 출력 전력을 약 2W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PSFB 

DC/DC 컨버터 정상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2 전원 장치 단독 운전 Hot swap 제어기 동작

1.2kW 서버용 전원 장치 Hot swap 제어기 동작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부하가 없는 경우와 최대 부하인 100A에서 

전원 장치를 켜는 경우 동작을 검증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부하가 없을 때와 100A 부하인 경우 모두 오어링 MOSFET의 내

부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면 제어기가 동작하여 오어링 MOSFET

가 켜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와 

부하를 강제 단락하는 경우, Hot swap 제어기의 동작을 그림 13

과 같이 검증하였다. 과전압 발생하면 바로 오어링 MOSFET는 

꺼지게 되며, 강제 단락인 경우 최소 전압과 거꾸로 전류가 흘러 

들어옴을 판단하여 오어링 MOSFET이 꺼지게 된다. 출력 전압이 

진동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오어링 MOSFET도 과전압과 최소 

전압을 판단하여 꺼짐과 켜짐이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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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W Hot swap 제어기 전원부 생성 PSFB DC/DC 컨버

터 동작 파형

Fig. 11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PSFB DC/DC 

converter in 2W power supply for the Hot swap 

controller

그림 12 Hot swap controller 과전압 및 출력 단락 동작.

Fig. 12 Hot swap controller’s operation in over voltage and 

load short

그림 13 Hot swap controller Over voltage 및 단락 동작.

Fig. 13 Hot swap controller operation in over voltage and 

load short.

그림 14 Hot swap controller 병렬 동작 실험 세트.

Fig. 14 Experimental set for parallel hot swap controller 

operation.

3.3 전원 장치 병렬 운전 Hot swap 제어기 동작

Hot swap 제어기의 중요 동작인 병렬 운전 시 탈부착 동작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14는 서버용 전원 장치를 병렬 운전하

기 위한 실험 사진이다. 실험 조건은 전원장치 1이 동작 중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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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ot swap 제어기 병렬 동작 파형

Fig. 15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parallel hot swap 

controller operation

장치 2를 부착시키면 각각의 Hot swap 제이기가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전원 장치 1의 오어링 MOSFET

은 이미 켜져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 장치 2를 

부착 및 전원을 켰다. 시스템의 출력 전압은 12V로 유지되고 있

으며, 전원 장치 2의 Hot swap 제어기가 정상 동작하여 전원 장

치 2의 오어링 MOSFET이 켜짐을 실험 파형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제안한 Hot swap 제어기가 전원장치를 병렬 운전 시에도 정

상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Hot swap 제어기는 서버전원 장치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기능

으로 기존 서버 전원 장치는 전용 IC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서

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버 전원 장치의 생산 가격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용 IC의 경우는 높

은 제조 단가를 차지하므로 제조 가격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개별

소자로 성능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용량 서버 전원 

장치에 적합한 Hot swap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Hot swap 

동작 분석 및 필요한 블록을 설계하였다. 또한 제어기 및 간단한 

구조로 제어기에 필요한 전원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 동작 검증을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구동 전압 생성, 

단독 운전, 병렬 운전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 전용 IC와 

동일한 기능 동작을 확인하였고, 보호 동작도 검증하였다. 이에 

제안한 시스템은 서버용 전원 장치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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