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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전압 밸런싱 기능을 가진

비절연형 3-레벨 고승압 부스트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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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n-isolated three-level high step-up boost converter with output voltage balancing is

proposed. By adding one extra inductor to the conventional three-level boost converter, the proposed converter

is derive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boost converter and the three-level boost converter, the proposed

converter can obtain very high voltage conversion ratio, and the voltage and current stress of switching devices

and diodes are reduced. A 2.7 kW prototype converter is built and tested to verify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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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그림 1)는 인덕터의 기생저항으

로 인해 전압이득의 한계가 있다
[1]
. 또한 스위치와 다이

오드의 전압과 전류 스트레스는 출력전압과 입력전류에

의해 결정 되므로 고승압 응용회로에서 스위치와 다이

오드의 전압과 전류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

진다. 기존 부스트 컨버터보다 전압이득을 높이고 수동

소자의 크기를 줄이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리브

드 방식의 부스트 컨버터가 제안되었으나 스위치가 하

드 스위칭을 하며, 고승압을 요구하는 응용회로에 적합

하지 않다[2,3]. 이러한 기존의 인터리브드 부스트 컨버터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ZCT(Zero Current

Transition)를 이용한 인터리브드 부스트 컨버터가 제안

되었다. ZCT(Zero Current Transition)를 이용한 인터리

브드 부스트 컨버터는 스위치가 소프트 스위칭을 하며,

다이오드의 역회복 문제가 해결되나 소자수가 많아지고,

넓은 스위칭 주파수에서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4]
.

또한 인터리브드 부스트 컨버터에 결합 인덕터를 적용

한 고승압 부스트 컨버터와 소프트 스위칭 기능을 추가

한 부스트 컨버터 또한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스위치와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 스트레스가 크고 고승압이 되

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5-7]
.

그림 2는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나타낸다
[8,9]
.

이 컨버터는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와 비교하여 스위치

와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

지만 고승압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서 전압이득이 제한되

는 단점을 가지며, 불평형 부하조건(≠)에서 두 출

력 캐패시터의 전압( )의 차이가 발생한다[10]. 이

경우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NPC 인버터의 전원

으로 사용했을 때 중성점의 전압 변동 문제를 야기한다
[11]
.

이러한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전압 이득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비절연형 3-레벨 고승압 부스

트 컨버터와 결합 인덕터를 사용한 고승압 3-레벨 부스

트 컨버터가 제안되었다
[12,13]
. 이러한 컨버터들은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보다 2배 높은 전압이득을 가지며

스위치와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소자가 필요하며, 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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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ntional boos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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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ventional three-level boost converter.

터의 사이즈와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불

평형 부하조건에서 전압 불평형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평형 부하조건에서도 두 출력 캐패

시터 전압( )의 평형이 유지되는 새로운 비절연

형 고승압 DC-D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한 컨버터의

스위치와 다이오드 스트레스는 기존의 3-레벨 부스트

컨버터 보다 적다. 또한 부하 불평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압 불평형 문제가 해결된다.

2. 제안한 토폴로지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컨버터를 나타낸다. 제

안한 컨버터는 입력 인덕터( ), 인덕터( ), 두 개의

스위치( , )와 두 개의 다이오드( , ), 두 개의

출력 캐패시터( , )로 구성되며, 기존 3-레벨 컨버

터에 인덕터 하나가 추가된 형태를 가진다. 출력 회로는

전압채배기 형태로 구성된다[14]. 과 의 스위칭 신호

는 동일한 시비율(D)을 가지며 180° 위상차를 가진다.

2.1 동작모드 해석

그림 4는 제안한 컨버터의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그

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컨버터의 주요 동작파형을

나타낸다. 컨버터의 모든 소자는 이상적으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제안한 회로의 기본적인 동작원리

는 다음과 같다.

1) 모드 1 [ ]

모드 1에서는 , 가 모두 턴 온 되며 , 는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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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sed 3-level high voltage gain boost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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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onal modes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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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ey waveforms of the proposed converter.

오프 된다. 에 에너지가 저장된다. 의 전류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일부는 을 통해 흐르고, 나머지는 

와 를 통해 흐른다. 이때 과 의 전압과 전류 관

계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4)

2) 모드 2 [ ]

모드 2에서는 은 턴 온을 유지하고, 는 턴 오프되

며, 가 턴 온 된다. 의 전류 일부는 를 통해 

을 충전한다. 의 나머지 일부 전류는 을 통해 흐른

다. 에 저장된 에너지는 출력으로 전송된다. 이 모드

에서의 과 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5)

   (6)

  


 (7)

    


 (8)

3) 모드 3 [ ]

모드 3에서는 이 턴 온을 유지하고, 가 턴 온 되

며 , 는 턴 오프 된다. 이 때 는 에너지를 저장

한다. 의 전류는 를 통해 흐른다. 과 의 전압

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9)

   (10)

  


 (11)

    (12)

4) 모드 4 [ ]

모드 4에서 는 턴 오프 된며, 는 턴 온 상태를

유지한다. 의 전류 일부는 와 를 통해 흐르며,

나머지 전류는 을 통해 를 충전시킨 후 을 통해

흐른다. 에 저장된 에너지는 출력으로 전송된다. 모드

4에서 , 의 전류, 전압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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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COMPARISON OF RATED VOLTAGE AND CURRENT

OF THE CONVERTER

Rated

voltage,

current

Conventional 3-level

boost converter

[Fig. 4]

Proposed converter

[Fig. 5]

  ,   , 

  ,   , 
  ,   , 

  ,   , 

2.2 스위치, 다이오드 전압 전류 스트레스

Charge balance 조건에 의해 정상상태에서 과 

에 흐르는 전류의 한주기 평균은 “0”이다. 이 조건을 이

용하여 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17)

   (18)

 


(19)

식 (19)에 의해 과  , 에 흐르는 최대 전류는

이다.

표 1은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와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컨버터의 스위치와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 스트

레스에 대한 비교이다. 제안한 컨버터는 의 전압 스

트레스가 기존의 3-레벨 부스트 컨버터보다 2배 높지만,

를 제외한 나머지 소자들의 전류 스트레스가 절반으

로 감소한다. 따라서 하나의 인덕터 를 추가함으로써

스위치와 다이오드의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다.

2.3 전압 불평형 개선

Flux balance 조건에 의해 정상 상태에서 과 의

전압 한주기 평균은 “0”이다. 의 정상상태 조건에 의

해 과 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추가적인 제어나

회로 없이 불평형 부하 조건( ≠)에서 두 출력 캐

패시터 전압은 평형(
 

)이 된다.

  (20)

  (21)

2.4 전압이득 유도

정상상태에서 Flux balance 조건을 에 적용하면

 , 와  의 관계를 알 수 있다.

   (22)

TABLE Ⅱ

ELECTRICAL SPECIFICATIONS OF THE PROPOSED

CONVERTER

Output power () 2.7 []

Input voltage () 100 []

Output voltage () 800 []

Switching frequency () 50 []

Switching device ( , ) SPW47N60CFD

Diode ( ) C4D30120D

Inductor (,  ) 740 []

Output capacitor (, ) 140 []

  


(23)

식 (23)과 식 (24)을 이용하여 제안한 컨버터의 전압

이득을 식 (2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4)










(25)

는  또는 의 시비율을 나타낸다.

동일한 시비율( )에서 비교할 때 제안한 컨버터는

기존의 3-레벨 부스트 컨버터보다 2배 더 높은 전압이

득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의 성능 검증을 위해 표 2에

표기한 사양에 맞춰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검증하

였다.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과 의 전류와 전압 파

형이다. 그림 8은  전력에서 과 의 전류와 ,

의 게이트 신호를 나타낸다. 이때 의 전류는 의

전류의 절반임을 알 수 있다. 게이트 신호와 인덕터 전

류를 통해 과 , 의 전류 스트레스는 의 평균

전류()의 절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의 경

부하 조건에서 과 의 전류와 , 의 게이트 신호

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 의 전압이다. 여기서 스위

치의 전압 스트레스는 의 절반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 의 전압이다. 여기서 의 전압 스트

레스는 이고 의 전압 스트레스는 의 절반과 같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전력에서의  , 

의 전압과 출력 전류() 파형이다. 그림 13은  경

부하 조건에서의  , 의 전압과, 출력 전류()의 파

형이다. 그림 14은 부하변동에 따른 컨버터의 효율 측정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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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Lini A div

[200 / ]Linv V div

[5 sec/ ]divm

Fig. 6. Experimental waveforms of input inductor  current

and voltage ( ,   ).

[2 / ]Lsi A div

[200 / ]Lsv V div

[5 sec/ ]divm

Fig. 7. Experimental waveforms of inductor  current and

voltage ( ,   ).

[5 sec/ ]divm

1 [20 / ]gsv V div 2 [20 / ]gsv V div

[5 / ]Lini A div

[5 / ]Lsi A div

Fig. 8. Experimental waveforms of switch gate signal and

input inductor  and inductor  current ( ,

  ).

[5 sec/ ]divm

1 [20 / ]gsv V div 2 [20 / ]gsv V div

[1 / ]Lini A div

[1 / ]Lsi A div

Fig. 9. Experimental waveforms of switch gate signal and

input inductor  and inductor  current ( ,

 ).

1 [200 / ]Sv V div

[5 sec/ ]divm

2 [200 / ]Sv V div

Fig. 10. Experimental waveforms of switch ,  voltage

( ,   ).

1 [350 / ]Dv V div

2 [200 / ]Dv V div

[5 sec/ ]divm

Fig. 11. Experimental waveforms of diode ,  vot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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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c/ ]divm
[2 / ]oI A div

1 [200 / ]CV V div

2 [200 / ]CV V div

Fig. 12. Experimental waveforms of output voltage ,

 and output current  ( ,   ).

[5 sec/ ]divm
[500 / ]oI mA div

1 [200 / ]CV V div

2 [200 / ]CV V div

Fig. 13. Experimental waveforms of output voltage ,

 and output current  ( ,  ).

Fig. 14. Efficiency of the proposed converter( 

∼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3-레벨 컨버터에 하나의 인덕

터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 개선된 3-레벨

고승압 컨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컨버터의 장점으로

는 다음과 같다.

1. 제안한 컨버터의 전압이득( )은 기존 3-

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전압 이득( )보다

2배 높아 고승압이 가능하다.

2. 불평형 부하상태에서도 두 출력간의 전압 평형이

유지된다.

3. 기존 3-레벨 부스트 컨버터 보다 스위칭 소자의 전

류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 연구는 2012년도 중소기업청의 재원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입니다.(No. DG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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