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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using fuzzy logic control for 

grid-connected photovoltaic systems (PV). First,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because of its proven and good 

performances, the incremental conductance (IncCond) technique is briefly introduced. A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 

(DFLC) based MPPT is then proposed which has shown better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IncCond MPPT based 

approach. Modeling and Simulation in grid-connected PV system results are provided for both controllers under same 

atmospheric condition based PSCAD/EMTDC. The  double fuzzy logic MPPT controller is then simulated and evaluated, 

which has shown better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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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제 인 에 지 환경 문제에 부응하고자 일본, 미

국, 독일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태양 발 시

스템의 개발이 진행되어 이미 국내에서도 독립형 태양 발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국 1000여 곳에 계통연계형 태

양 발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소형의 태양 발 시스템이 개발되어 일반 가정에 설치되어 

배 선에 연계 운 되면 에 지, 환경문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태양 지는 가격이 비싸 태양  

발 설비의 건설에는 높은 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므로 상

용 력에 비하여 발 단가가 높으며, 한 일사량에 따른 발

량 편차가 심해 안정된 력공 을 해서는 추가 인 시

설을 필요로 한다.[1]

태양 발 시스템에서 태양 지 어 이의 에 지변환 효

율은 동작 상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어 이로

부터 항상 높은 력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동작시켜

야 한다. 어 이의 압  류가 최 출력을 얻을 수 있

는 지 에서 동작되도록 한다면 최 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태양 지를 효율 으로 동작시키기 해서는 태양

지 어 이 출력을 항상 최 력 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제

어가 필요하다. 

재는 주로 압형 최 력  추종기법으로 P&O 

(Perturbation & Observation)법과 IncCond(Incremental 

Conductance)법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종성능이 강

화된 추종기법들이 꾸 하게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V시스템의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 제어를 해서 Double Fuzzy Logic을 이

용한 제어기를 제안한다. 제안한 제어기를 PSCAD/EMTDC

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계통연계형 PV시스템에 용하여 최

력 에 응하는 최 압을 찾도록 하며, 구 한 시스

템을 IncCond법  기존의 퍼지제어기와 MPPT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 모델링

태양 발 시스템의 일반 인 구성은 태양 지 어 이, 

축 지와 력변환기 등 주변기기 등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 으로부터 기를 발생하는 태양 지 

어 이, 최 력  추종기법을 수행하는 DC/DC컨버터,  직

류출력을 교류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인버터, 그리고 이 교류

출력 압을 연계계통의 압과 일치하게 만드는 연계변압기

로 구성하여 PSCAD/EMTDC로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

스템을 모델링하 다.

2.2 태양 지의 출력제어를 한 MPPT 제어

태양 지 어 이로부터 항상 높은 력생산 효율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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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인 MPPT제어 (최  압지령치가 Vmax와 같은 방

향인 경우)

b. MPPT제어 (최  압지령치가 Vmax와 반 방향인 경우)

그림 1 MPPT제어를 한 태양 지 어 이의 P-V곡선

Fig. 1 PV array characteristics curve for MPPT control

수 있도록 동작시키기 해서는 어 이의 압  류가 

최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지 에서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태양 지를 효율 으로 동작시키기 해서는 태양

지 어 이 출력을 항상 최 출력 력 에서 동작하도록 하

는 제어가 필요하다. MPPT는 태양 지 어 이에 연결된 부

하를 제어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최 화함으로써 최 출력

력  동작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제어방법은 크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분류되며 제어기법으로는 정 압제

어법, 비선형 함수 계산법, P&O법, IncCond법등이 있다. 

MPPT 알고리즘은 일사량과 표면온도의 변화에 따라 가

변하는 태양 지의 최 력출력 을 추정하여 압 지령치

로 출력하는 동작을 한다. 그림 1에서 가로축은 직류단 

압으로서, 태양 지의 단자 압이며, 세로축은 태양 지의 

출력이며 최 출력 인 Pmax를 기 으로 좌 반면에 최 동

작 이 있을 때와 우 반면에 최 동작 이 있을 때를 동시

에 나타내었다. MPPT 알고리즘은 


를 계산하여 그 값

이 0이 되는 최  동작  압을 찾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먼  그림의 좌반면에서, t1에서 t2로 이동시 dVpv = 

Vc2 - Vc1 는 양수, dPpv = P2 - P1 도 양수이며, 따라서 




의 부호는 양수가 되고 t2에서 압 지령치는 증가하

여 t3에 이르게 된다. 역시 t3에서도 dVpv = Vc3 - Vc2 는 

양수, dPpv  = P3 - P2 도 양수이므로 압 지령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 상되고, Pmax 근방에 도달하면 압 지령치

는 Vmax 근방에서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한 최  압 지

령치의 이동방향이 Vmax 과는 반 방향일 경우에도 그림

2에서와 같이 압 지령치는 Vmax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다. [1]

2.3 Incremental Conductance (IncCond) MPPT 제어 

알고리즘

재 리 쓰이고 있는 IncCond MPPT 제어기법은 임피

던스 비교법, 컨덕턴스 증가법으로도 불린다.







 





(1)

여기서, Ppv는 태양 지의 출력 력을 나타내고, Vpv는 

태양 지의 출력 압,  Ipv는 태양 지의 출력 류를 나타

낸다.

의 식 변환을 통해 


의 부호를 별하는 기법으로 

고정폭 변동식에서는 


의 부호만이 요하므로 Vpv>0

이라는 가정 하에 식 (1)의 양변을 압으로 나  식 






의 부호를 계산하여 압의 상승 는 하강을 

결정한다. 







 


(2)

한 식(1)의 양변을 압으로 나 었으므로 측정된 압

의 변동폭이 0일 경우 류에 한 수식을 추가하여 검토한

다. 즉, 온도가 일정하고 일사량 증가 시, 류는 증가하므로 

최 력 에 응하는 압은 태양 지 특성을 이용하여 

압의 변동폭이 0일 경우 류의 증가시 압 지령치를 올

리고, 류의 감소시 압 지령치를 내리는 흐름을 통해 제어

한다. 이러한 과정을 차분 방정식으로 표 하면, 의 식(2)와 

같다. 따라서 결과 으로 아래 식으로 부호를 단한다.







(3)

IncCond법은 다른 MPPT제어기법  하나인 P&O법보다 

향상된 알고리즘임을 많은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빠른 일사량 변동시에 유리한 제어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IncCond법은 P&O법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압변동폭이 0

일 경우의 기법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좀 더 향상된 알고리

즘이 용된 제어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IncCond법의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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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cremental Conductance Algorithm 흐름도

Fig. 2 Incremental Conductance Algorithm Flow Chart

2.4 MPPT제어를 한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

퍼지제어는 퍼지논리에 기 를 두고 있으며, 퍼지논리는 

기존 논리 체계보다 인간의 사고나 자연어의 특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에서 근사 이고, 불확

실한 상을 기술하는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에서 퍼지 제어기를 퍼지논리 제어기(Fuzzy Logic 

Controller : FLC)라고 부른다. 퍼지 제어기의 핵심 인 부

분은 일련의 언어  형식의 제어규칙이며, 여기에는 퍼지 연

계가 포함되어 있고, 퍼지합성 규칙에 의해서 제어입력

이 생성된다. 결국 퍼지논리 제어기는 문가의 제어지식을 

언어  형태로 기술한 제어규칙을 자동 제어기가 동작하도

록 역할을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일반 으로 퍼지제어기는 시스템의 특성이 복잡하여 기존

의 정량 인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거나, 얻어지는 정보가 

정성 이고,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경우에 기존 제어기들보

다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낸다. 퍼지 제어에서는 퍼지 알

고리즘을 주로 제어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퍼지이

론의 도입으로 인하여 퍼지제어는 기존의 정확한 수학  모

델을 기 로 한 제어기의 단 을 보완하고,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보다 인공지능 인 제어기가 될 수 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의 기본 인 구성을 네 부분으로 간략하게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 제안한 퍼지 제어기의 구성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

태양 지 어 이의 출력특성은 일사량, 동작 압  온도 

등에 따라 동작특성이 항상 변화한다. 즉 태양 지 어 이

의 특성은 비선형 이기 때문에, 제어가 매우 어려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태양 지 어 이의 출력특성에 의

하여 최 출력 력 에 응하는 최 출력 압 을 추종하

는데 퍼지제어 기법을 도입하 다. 기존의 IncCond MPPT 

제어 방법을 토 로 하여 태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와 태

양 지의 컨덕턴스의 오차를 입력으로 가지는 퍼지 제어기

를 구 하 다. 이 게 구성한 기존의 퍼지제어기와 본 논문

에서 제안한 태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와 출력 압의 오

차의 변화량 그리고 태양 지의 컨덕턴스의 오차와 컨덕턴

스의 오차 변화량을 입력으로 가지는 퍼지 제어기로 구성된 

Double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여 MPPT제어에 용하 다. 

기존의 퍼지제어기의 입력은 태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

와 컨덕턴스의 오차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5)

본 논문에서 제시한 Double 퍼지 제어기는 각각 2개의 

입력변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7)

여기서, E1, CE1는 태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와 출력

압의 오차변화량을 입력으로 가지는 퍼지제어기의 입력변수

를 나타낸다.

 





(8)

    (9)

마찬가지로 E2, CE2는 태양 지의 컨덕턴스의 오차와 컨

덕턴스의 오차 변화량을 입력으로 가지는 퍼지제어기의 입

력변수를 의미한다.

기존의 퍼지제어기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Double 퍼지제

어기의 퍼지언어 변수는 기본 으로 이용되는 PB(Positive 

Big), PM(Positive Medium), PS(Positive Small), ZO(Zero), 

NS(Negative Small), NM(Negative Medium), NB(Negative 

Big)로 정하 으며, 아래의 그림들은 Double 퍼지제어기의 

입, 출력에 한 7단계의 기본 언어변수에 따른 소속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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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E1

(b) Input CE1

(c) Input E2

(d) Input CE2

(e) Output dU1

(f) Output dU2

그림 4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의 입,출력의 소속함수

Fig. 4 Input and Output membership function in DFLC

표 1은 퍼지제어기의 제어규칙을 나타내는데, 행렬의 각

각의 요소들은 E1, CE1와 기 압 변화량 dU1를 나타낸다. 

그리고 E2, CE2와 dU2에도 동일한 제어규칙을 용하 다.

표 1 퍼지 규칙 표

Table 1 Rule base of DFLC

“IF E1 is PB AND CE1 is ZO Then dU is PB." 즉, 태

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가 매우 크고, 출력 압의 오차변

화량이 Zero일 경우에는 제어출력값인 기 출력 압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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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태양 지 어 이의 출력 압과 IncCond MPPT제어 

추종 출력 압 형

Fig. 7 Photovoltaic Array output voltage and voltage in 

applying Incremental Conductance algorithm for 

MPPT

매우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고, 태양 지의 출력

압의 오차가 0일 경우에는 압오차변화량의 오차에 비례하

여 출력값을 변화시킬 수 있게 제어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퍼지제어기의 마지막 과정인 비퍼지화는 퍼지추론에 의해 

결정된 퍼지값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 인 비퍼지화 방법으로는 최 평균법

과 무게 심법을 많은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게 심법

을 사용하고, 이산 인 계산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 된다.















∙
(10)

각 규칙으로부터 산출된 결과값 dUj값을 가 평균하여 

압 제어값 dU를 구하게 되며 인버터에 입력되는 기  

압값은 다음과 같이 이 의 압제어값에 구해진 압제어

값을 더하여 얻을 수 있다.

  (11)

3. 시뮬 이션  고찰

본 논문에서는 53kW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을 

PSCAD/EMTDC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그리고 기존의 

MPPT 제어 기법 의 하나인 IncCond기법과 제안한 퍼지제어

기법에 의한 출력특성을 시뮬 이션 하 다. PSCAD/EMTDC

에서 구 한 태양 지 어 이 모델은 일사량과 온도를 입력

변수로 가지고, 표 2는 태양 지 어 이 모델에 입력되는 데

이터  라미터를 나타낸다.[1],[2]

표 2 태양 발 시스템 모델의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Photovoltaic System Model

그림 5는 구 한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을 PSCAD/ 

EMTDC를 이용하여 나타낸 모델을 보여 다.

그림 5 PSCAD/EMTDC를 이용한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

스템의 모델 구  

Fig. 5 Grid-connected Photovoltaic system modeling in 

PSCAD/EMTDC

아래의 그림 6은 PSCAD/EMTDC로 구 한 MPPT 제어

가 용된 DC/DC Buck converter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PSCAD/EMTDC를 이용한 MPPT 제어가 용된 

DC/DC Buck Converter 모델

Fig. 6 DC/DC Buck Converter model of applying MPPT 

controller in PSCAD/EMTDC

그림 7은 태양 지 어 이의 출력 압을 기존의 MPPT 

알고리즘  하나인 Incremental Conductance 제어기법을 

용하여 태양 지 어 이의 최 력 에 한 최 출력 압

의 추종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은 태양 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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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Vpv의 오차와 태양 지의 컨덕턴스인 

의 오차를 

입력으로 가지는 기존의 퍼지제어기로 MPPT제어를 구 하

여 태양 지 어 이의 최 력 에 한 최 출력 압의 

추종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DFLC)를 용하여, 태양

지 어 이의 최 력 에 한 태양 지 어 이의 최 출

력 압 추종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8 태양 지 어 이의 출력 압과 MPPT제어를 한 

FLC의 추종 출력 압 형

Fig. 8 Photovoltaic Array output voltage and voltage in 

applying Fuzzy Logic Controller(FLC) for MPPT

그림 9 태양 지 어 이의 출력 압과 MPPT제어를 한 

DFLC의 추종 출력 압 형

Fig. 9 Photovoltaic Array output voltage and voltage in 

applying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DFLC) for 

MPPT 

그림 10 IncCond, FLC 그리고 DFLC의 MPP에 응하는 출

력 압 형의 비교

Fig. 10 The comparison among voltage in IncCond, voltage 

in FLC, and voltage in DFLC for MPPT

의 그림 10은 각각의 MPPT제어 알고리즘을 용시켜 

태양 지 어 이의 최 력 에 한 최 출력 압 추종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1은 각각의 MPTT

제어 알고리즘들을 용시켜 태양 지 어 이의 유효 력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 으로 출력하는가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11 IncCond, FLC 그리고 DFLC가 용된 태양 지 어

의 유효 력의 비교

Fig. 11 The comparison among power in IncCond, power in 

FLC, power in DFLC

그림 7, 8 그리고 9의 시뮬 이션 결과를 토 로, 

IncCond MPPT제어기법, MPPT제어를 한 FLC 그리고, 

MPPT제어를 한 DFLC 모두 최 력 에 한 최 출력

압을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세 개의 

MPPT제어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IncCond기법의 제어성능이 제일 좋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고, MPPT제어를 한 DFLC의 성능이 제일 뛰어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DFLC는 다른 MPPT제어기보다 더 빠른 시

간에 최 력 에 응하는 최 출력 압 에 도달하고, 동

시에 오버슈트도 다른 제이기보다 낮은 비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1에서 각각의 MPPT제어기가 태양 지의 

출력에 한 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DFLC가 

태양 지 어 이의 유효 력을 다른 2가지 제어기보다 더 

빠르고, 안정 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CAD/EMTDC로 53kW  계통연계형 

태양 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태양 지의 출력 압 Vpv

과 태양 지의 컨덕턴스 


의 오차를 이용하여 MPPT 제

어를 하기 한 Double Fuzzy Logic Controller (DFLC)를 

제안하 다. 제안한 더블 퍼지 제어기(DFLC)는 2개의 퍼지 

제어기가 결합된 형태로 압신호에 의한 퍼지 제어기와 컨

덕턴스 신호를 이용한 퍼지 제어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퍼지제어기는 과도 상태 응답과 정상상태 응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퍼지 규칙을 구성하 다.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해 기존의 MPPT 알고리즘  하나인 

Incremental Conductance (IncCond) 기법  기존에 제안한 

단일 퍼지 제어기와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MPPT 제어를 한 DFL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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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개의 MPPT 제어기보다 안정 이고, 좀 더 빠른 시

간 안에 태양 지 어 이의 최 력 에 응하는 최 출

력 압 을 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태양 지의 어 이에서 출력되는 유효 력에 해서

도 그림 11에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MPPT제어를 한 

DFLC가 안정 이고, 더 빠르게 유효 력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

한 Double 퍼지제어기는 퍼지규칙과 퍼지함수의 동조가 필

요한 면은 있으나 MPPT제어를 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최 화 알고리즘 등을 도입한다면 퍼

지 규칙  함수의 동조는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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