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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선된 동적응답 특성을 지닌

고효율 DC-DC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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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high-efficiency DC-DC converter with improved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for modular photovoltaic power conversion. High power efficiency is achieved by reducing

switching power losses of the DC-DC converter. The voltage stress of power switches is reduced at primary

side. Zero-current switching of output diodes is achieved at secondary side. A modified proportional and

integral controller is suggested to improve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DC-DC converte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verter is verified based on a 200 [W] modular power conversion system including the grid-tied

DC-AC inverter. The proposed DC-DC converter achieves the efficiency of 97.9 % at 60 [V] input voltage for

a 200 [W] output power. The overall system including DC-DC converter and DC-AC inverter achieves the

efficiency of 93.0 % when 200 [W] power is supplied into the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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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원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그에 따른 각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 태양광, 연료전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은 수용

가에 밀접한 설치가 가능하며,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모듈형 태양광 시스템은 적은 설치비용과 설치 지역

조건의 영향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분산형 전원으

로 계통과 연결되면 송배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
. 또한 태양광 모듈의 전압-전류 곡선은 비선

형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최대전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전력 지점 추종 제어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 MPPT)기술이 필요하다
[5]
.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낮은 전압 특성을 지니므

로 계통으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고승압 절연형 DC-

DC 컨버터가 요구된다
[6],[7]
. 고승압 절연형 DC-DC 컨버

터로써, 능동-브릿지 컨버터 (Active-Bridge Converter)
[8],[9]
, 하프-브릿지 컨버터 (Half-Bridge Converter)

[10]
,

능동-클램프 컨버터 (Active-Clamped Converter)
[11],[12]

설계 기술들이 이용되었다. 능동-브릿지 컨버터의 경우,

1차 측 스위치가 영전압 스위칭 (Zero Voltage Switchin

g : ZVS)으로 스위칭 전력 손실 (Switching Power Los

s)이 줄어드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2차 측 다이오드

는 역회복 전류 (Reverse Recovery Current)로 인해 높

은 스위칭 전력 손실을 지닌다
[13]
. 하프-브릿지 컨버터의

경우, 배전압 정류기 (Voltage Doubler Rectifier)[14]회로

가 사용되어 2차 측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류 문제가 해

결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반파 정류 (Half Wave Rectifi

er)회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스위칭 손실

및 도통 손실이 증가된다. 능동-클램프 컨버터의 경우,

1차 측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가 일정 전압으로 유지

되며, 공진형 배전압 정류 (Resonant Voltage Doubler

Rectifier)회로를 2차 측에 이용함으로서 출력 다이오드

의 역회복 전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입력 전압이

증가될수록 1차 측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이는 컨버터의 추가적인 전력 손실 및 열 문제를 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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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ircuit diagram of the proposed converter

반면, 모듈형 태양광 시스템이 계통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고승압 절연형 DC-DC 컨버터는 빠른 동적응답

특성이 요구된다[15]. 하지만 계통과 연계된 모듈형 태양

광 시스템의 부하가 순간적으로 변화될 때, 기존 PI 제

어기가 사용 될 경우에는 DC-링크 전압의 변동이 증가

한다. 이로 인해 DC-AC 인버터 출력의 안정성과 신뢰

성 부분에서 계통연계 기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지닌다.

전압 변동이 존재할 경우 계통 전류가 고조파 영향을

받게 되며, 계통과 연결된 분산전원 시스템의 손상이 유

발된다
[16]
. 따라서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기준을 만족하

기 위해 모듈형 태양광 시스템의 DC-DC 컨버터 동적

응답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과제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C-DC 컨버터는 1차 측 스위치

전압 스트레스를 기존보다 낮게 하기 위해 듀얼 능동-

클램프 회로 (Dual Active-Clamped Circuit)가 사용되었

다. 이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은 듀

티비 (Duty Ratio)가 커질수록 입력 전압보다 낮게 되어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또한, 2차 측 출력

다이오드의 스위칭 손실을 줄이고 고승압 비를 얻기 위

해 공진형 배전압 정류기 회로가 이용된다. 그리고 출력

부하가 변화될 때, DC-링크 전압 변동의 감소와 DC-A

C 인버터 출력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샹을 위해 기존

PI (Proportional-Integral)제어기법과 달리 개선된 PI

(Modified PI)제어기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 된

PI 제어기는 기존 PI 제어기에서 사용 된 오차 계산 방

법을 변화시켜 컨버터의 동적응답이 개선될 수 있다. 제

안된 컨버터의 성능은 계통 연계형 DC-AC 인버터를

포함한 전력변환 시스템의 제작 및 실험을 통하여 입증

하였다. 제안된 DC-DC 컨버터는 입력 전압 60 [V]에

대하여 200 [W] 실험을 통해 97.9 % 효율을 지니는 것

을 확인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된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를 포함하는 전체 전력변환 시스템은

93.0 % 효율을 확인했다.

2. 본 론

2.1 회로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컨버터의 회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다. 제안된 컨버터는 주 스위치 S1과 S4, 듀얼 능동-클

램프 회로 S2, S3, Cc, 그리고 공진형 배전압 정류기 Llk,

Cr, Do1, Do2를 포함한다. 주 스위치 S1과 S4, 보조 스위

치 S2와 S3는 짧은 dead-time을 가지며 주 스위치를 기

준으로 비대칭 스위칭 (Asymmetrical Switching) 동작

을 한다. 주 스위치 S1과 S4의 듀티비가 D일 때, 보조스

위치 S2와 S3는 (1-D)로 표현된다. Ci는 입력 커패시터,

Cc는 클램프 커패시터, 그리고 Co는 출력 커패시터이다.

트랜스포머 T는 자화 인덕터 (Magnetizing Inductor) L

m과 누설 인덕터 (Leakage Inductor) Llk를 포함한다. 누

설 인덕터 Llk는 자화 인덕터 Lm보다 매우 작다. Cr은

공진 커패시터로써 누설 인덕터 Llk와 함께 공진한다.

트랜스포머 T의 턴비 (Turns Ratio)는 1:N으로 나타낸

다 (N = Ns / Np). 스위치의 바디 다이오드 (Body

Diode) DS1, DS2, DS3, DS4와 출력 커패시터 CS1, CS2,

CS3, CS4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 소자는 이상적으로 동작

함을 가정한다. 커패시터 Ci, Cc, Co는 용량이 충분히 크

고 각 커패시터 전압 Vi, Vc, Vo는 한 스위칭 주기 Ts에

대하여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2.2 회로 해석

그림 2는 Ts동안 제안된 컨버터의 동작 파형을 나타

낸다. 그림 2(a)는 1차 측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고, 그림

2(b)는 2차 측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3은 Ts동

안 제안된 컨버터의 6가지 스위칭 모드를 나타낸다.

Mode 1 [t0, t1]: t = t0가 되면 주 스위치 S1과 S4가

켜지고 자화 인덕터 Lm에 Vi의 전압이 인가된다. 자화

인덕터 전류 iLm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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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랜스포머 2차 측에는 NVi의 전압이 전달되고 출력

다이오드 Do1이 켜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Llk와 Cr의

직렬공진이 시작된다. 공진 커패시터 Cr에 저장된 에너

지는 Do1을 통해 Co로 전달된다. 공진 회로의 각주파수

ωr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a)

(b)

Fig. 2 Operation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 (a) waveforms at the primary side, (b)

waveforms at the secondary side 

   


(2)

fr은 공진 주파수이다.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1은 1차 측

으로 전달되며, 1차 측 전류 ip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

다.

 


 (3)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1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4)

공진 임피던스 Zr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5)

Mode 2 [t1, t2]: t = t1이 되면 직렬공진이 끝나게 되

며 출력 다이오드의 전류 iDo1은 다이오드가 소거되기

전에 영전류가 된다. 이때 다이오드 Do1은 영전류 스위

칭 (Zero Current Switching : ZCS)이 이루어진다.

Mode 3 [t2, t3]: t = t2이 되면 주 스위치 S1과 S4가

소거된다. 1차 측 전류 ip는 CS1과 CS4를 충전시키고 CS2
와 CS3를 방전시킨다. 이에 따라 주 스위치 전압 VS1과

VS4는 입력 전압 Vi로 증가하고, 보조 스위치 전압 VS2
와 VS3는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에서 영전압으로 감

소한다

Mode 4 [t3, t4]: t = t3이 되면 보조 스위치 S2와 S3가

켜지며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가 자화 인덕터 Lm에

반대로 인가된다. 이로 인해 자화 인덕터 전류 iLm은 선

형적으로 감소하며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6)

트랜스포머 2차 측 양단의 전압은 NVc의 전압이 반대

로 전달된다. 출력 다이오드 Do2가 켜지고 동시에 Llk와

Cr이 직렬공진을 하게 된다. 공진 커패시터 Cr에 입력

에너지가 전달된다.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2가 1차 측으

로 전달되고, 1차 측 전류 ip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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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eration modes of the porposed converter

여기서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2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

된다.

 


  (8)

Mode 5 [t4, t5]: t = t4가 되면 직렬공진이 끝난다. 출

력 다이오드 전류 iDo2는 다이오드 Do2가 소거되기 전에

영전류가 된다. Mode 2와 동일하게 출력 다이오드 Do2
는 영전류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진다.

Mode 6 [t5, t6]: t = t5에서, 보조 스위치 S2와 S3는 소

거된다. 1차 측 전류 ip는 CS2와 CS3를 충전시키고, CS1
와 CS4를 방전시킨다. 보조 스위치 전압 VS2와 VS3는 클

램프 커패시터 전압 Vc로 증가하고, 주 스위치 전압 VS1
와 VS4는 영전압으로 감소한다.

한 스위칭 주기 Ts동안 전압-시간 평형 조건으로부터

인덕터 양단 전압의 평균치는 영이 된다. 전압-시간 평

형조건을 한 주기 동안 Mode 1과 Mode 4의 자화 인덕

터 Lm에 적용하면 다음 수식을 얻을 수 있다.

    (9)

식 (9)를 통해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는 다음 수식

으로 표현된다.

 


 (10)

한 주기 Ts동안 트랜스포머 T의 2차 측에 전압-시간

평형조건을 적용하면 다음 수식을 얻을 수 있다.

    (11)

식 (11)을 통해 공진 커패시터 전압 Vr은 다음 수식으

로 표현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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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컨버터의 입력전압 Vi와 출력 전압 Vo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트랜스포머 T의 2차 측에 전압-시간 평형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 수식을 얻을 수 있다.

    (13)

식 (12)와 (13)에 의해 입력 전압 Vi와 출력 전압 Vo의

관계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14)

스위치 S1과 S3의 최대 스트레스 전압은 입력 전압 Vi가

되고 스위치 S2와 S4의 최대 스트레스 전압은 클램프 커

패시터 전압 Vc가 된다.

그림 4는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와 듀티비의 관계

를 나타낸다. 듀얼 능동-클램프 회로에서 클램프 커패시

터 전압은 기존 능동-클램프 회로의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보다 항상 낮다. 이는 제안된 회로에서 발생하는 스

위치의 전압 스트레스가 기존 클램프 커패시터 회로 보

다 항상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듀티비가 0.5보다 낮을

경우에는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는 항상 입력 전압

Vi보다 낮다. 이러한 점은 전력 손실의 50 %가 스위칭

전력 손실로 나타나는 모듈형 태양광 응용분야에서 매

우 유용하다.

영전류 스위칭을 위해서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1과

iDo2는 다이오드가 소거되기 전에 영전류가 되어야 한다.

Mode 1과 Mode 4에서 다이오드가 소거되기 전에 직렬

공진이 끝나야 한다. 따라서 영전류 스위칭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sin max   if Dmax ≤ 0.5 (15)

sin max   if Dmax > 0.5 (16)

Fig. 4 Relation between Vc and duty ratio D : (a) in case
of the conventional active-clamping circuit, (b) in

case of the dual active-clamping circuit

Dmax는 최대 듀티비를 나타낸다. ωc는 공진 각주파수를

나타내며 ωc = 2πfc이다. 이 때 fc는 직렬 공진 회로의 공

진 주파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진 커패시터 Cr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





max 


 if Dmax ≤ 0.5 (17)




max 


 if Dmax > 0.5 (18)

2.3 제어 구조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 Vo는 듀티비 D에 의해

제어된다. 주 스위치 S1과 S4가 켜진 동안에는 입력 에

너지가 자화 인덕터 Lm에 저장된다. 자화 인덕터 전류

iLm은 선형적으로 증가되며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19)

보조 스위치 S2와 S3가 켜져있을 때에는 클램프 커패

시터 전압 Vc가 자화 인덕터 Lm에 역으로 인가되며 자

화 인덕터 전류 iLm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동시에 자

화 인덕터 Lm에 저장된 에너지는 클램프 커패시터 Cc에

전달되며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20)

식 (19)과 식 (20)에 의하여 Ts동안 자화 인덕터의 평균

전압과 듀티비 D의 관계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 (21)

Fig. 5 Difference between (a) the error term of the

conventional PI controller, (b)the error term

of the suggested PI controller in case of 
=10, (c) =15, (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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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iLm은 자화 인덕터의 리플 전류 (Ripple Current)이

다. 식 (10)와 (14)에 의해서 식 (21)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
(22)

그리고 듀티비 D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23)

듀티비 D는 공칭 듀티 (Nominal Duty) Dn과 제어 듀

티(Controlled Duty) Dc를 나타낸다. Dn과 Dc는 다음 수

식으로 표현된다.

 


(24)

 

∆
(25)

기존 PI 제어기를 통하여 제어 듀티 Dc는 다음 수식

으로 표현된다.

  (26)

 
 (27)

e는 기준 출력 전압 Vo
*와 출력 전압 Vo의 오차 이다.

kp와 ki는 각각 기존 PI 제어기의 이득이다.

Fig. 6 Control block diagram of output voltage control

Fig. 7 Photograph of the designed prototype system

Table 1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system prototype  

Modular Photovoltaic System Parameters

Input voltage, Vi 50–60 [V]

Output voltage, Vo 350 [V]

Output power, Po 200 [W]

Output capacitor, Co 220 [uF]

Switching frequency, fs 50 [kHz]

Clamping capacitor, Cc 680 [uF]

Leakage inductor, Llk 3 [uH]

Resonant capacitor, Cr 0.4 [uF]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계통과 연결된 분산 전

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태양광 시스템에서는 고속 응답

특성이 요구된다[5],[15]. 기존 PI 제어기를 사용 할 경우

출력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되었을 때 DC-DC

컨버터 출력 전압의 변동이 심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계통 전류의 고조파 왜곡이 발생하며, 계통과 연결된 전

력 변환 시스템의 손상이 유발된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전압이 변동하는 문제를 감소시키

기 위해 개선된 PI 제어기를 제안한다. 개선된 PI 제어

기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28)

em은 Vo
*와 Vo의 개선된 오차를 나타낸다. 개선된 오

차em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 


  (29)

는 scaling factor이다.

그림 5는 기존 오차 e와 값의 변화에 따른 개선된

오차 em을 나타낸다. x축은 기준 출력전압 Vo
*
와 측정

출력 전압 Vo의 오차이며, y축은 기존 오차 e와 개선된

오차 em을 나타낸다. 개선된 오차 em은 의 영향으로

기존 오차 e보다 큰 값을 지닌다. 전압 오차가 크면, PI

제어기의 이득이 증가한 것처럼 출력 전압을 빠르게 제

어한다. 따라서 개선된 제어기의 성능과 컨버터의 동적

응답은 에 의해서 평가되며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선

정된다.

그림 6은 개선된 PI 제어기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출

력 전압 Vo는 듀티비 D에 동작하는 스위치에 의해 제어

된다. 듀티비 D는 식 (26)처럼 공칭 듀티 Dn과 제어듀

티 Dc의 합으로 표현된다. 제어 듀티 Dc는 출력 전압변

동에 따른 오차의 보상을 위해 개선된 제어기를 통해

계산된다. 따라서 Dc는 기준 출력 전압 Vo
*와 출력 전압

Vo 그리고 scaling factor 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공

칭 듀티 Dn은 전향보상 (feed forward)의 기능으로 N,

Vi, 그리고 Vo를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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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제안된 컨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설계하여 실험하였다. 설계에 사용된 주요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그림 7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한 시제품의 전

체 사진이다. 전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제어 회로와 전력 회로로 구분된다. 전

력 회로는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 그리고 스

위치-모드 전원 공급장치 (Switch-Mode Power Supply:

SMPS)를 포함한다. 제안된 DC-DC 컨버터의 스위치는

330 [nsec]의 dead-time을 지니며 50 [kHz]로 일정하게

동작한다. 트랜스포머 T의 1차 측 권선의 수 (Primary

Winding Turns : Np)는 6으로 2차 측 권선의 수

(Secondary Winding Turns : Ns)는 24로 설계하였다.

영전류 스위칭을 하기위해 공진 주파수 fr은 145 [kHz]

로 선정하였다.

그림 8(a)는 전제척인 회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며, 그림 8(b)는 전제척인 시스템의 제어 블록다이어그

램을 나타낸다. 그림 8(a)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C-DC 컨버터는

모듈형 태양광 전압을 승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계통

과 연결된 DC-AC 인버터는 계통으로 에너지를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8(b)에서 DC-DC 컨버터는 개선

된 PI 제어기를 사용해 기존보다 빠르게 DC-DC 컨버터

의 출력 전압 Vo 제어한다. DC-AC 인버터는 최대 전력

을 낼 수 있도록 MPPT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계통으로

흐르는 출력 전류도 제어한다. Iref는 인버터 전류 제어

를 위한 기준 전류이다. 계통과 연결 시에는 DC-AC 인

(a)

(b)

Fig. 8 System block diagram of the overall system : (a)

Circuit diagram of the overall system, (b)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overall system

버터의 출력과 계통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력 전

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통 위상과 동기화를 위

해 PLL (Phase-Locked Loop)[17]을 이용하였다.

그림 9는 입력 전압이 60 [V], 출력 전력이 200 [W]

일 경우, 주 스위치 전압 VS1과 보조 스위치 전압 VS3
와 1차 측 전류 ip를 나타낸다. 스위치 S1과 S3는 입력

전압 Vi가 최대 전압 (Maximum Voltage)으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동일한 조건에서 스위

치 전압 VS2와 VS4,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와 1차 측

전류 ip를 나타낸다. 그림 2(a)와 같이 VS2와 VS4의 전압

은 클램프 커패시터 전압 Vc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 (9)에 의해서 Vc의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더 낮은 38 [V]가 된다. 따라서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

가 기존 능동-클램프 회로보다 상당히 감소된다.

Fig. 9 Experimental waveforms of switch voltages VS1
and VS3, primary current ip at Vi = 60 [V]

Fig. 10 Experimental waveforms of switch voltages VS1
and VS3, primary current ip at Vi = 60 [V].

Fig. 11 Experimental waveforms of diode voltages VDo1 and
VDo2, diode current iDo1 and iDo2 at Vi = 6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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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트랜스포머 2차 측 출력 다이오드 전압

VDo1과 VDo2,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1과 iDo2를 나타낸다.

다이오드의 전류는 Llk와 Cr의 직렬공진 방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출력 다이오드 전류 iDo1과 iDo2는 다이오드가

소거되기 전에 영전류가 되며 영전류 스위칭이 이루어

짐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기존 PI 제어

기를 사용하고 출력 부하가 90 [W]에서 180 [W]로 변

화 하였을 때 출력 전압 Vo와 출력 전류 io를 나타낸다.

기존 PI 제어기를 사용하면 출력 부하가 변화할 때

출력 전압 Vo의 변동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그림 12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개선된

PI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의 파형을 나타낸다. 제안된 시

스템에 적합한 를 선정하기 위하여 Matlab simulation

Fig. 12 Experimental waveforms in case of conventional

PI controller when the output power changes

Fig. 13 Experimental waveforms in case of modified PI

controller when the output power changes

Fig. 14 Experimental waveforms of output voltage Vo, grid

voltage vg and grid current ig when the grid

power changes

을 통해 =20으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이로 인해 기

존 PI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출력 전압 Vo의 전압

변동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를 포함

하는 전체 시스템의 실험 파형을 나타낸다. 계통 전류 ig
와 계통 전압 vg가 출력 부하가 변경 될 때에도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입력 전압이 60 [V]일 때, 출력 부하의 변

화에 따른 제안된 컨버터의 효율 곡선을 나타낸다. 제안

된 컨버터는 출력 전력이 200 [W] 일 경우에는 97.9 %

의 효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존 능동-클램프 컨버터는

동일한 조건에서 97.3 %의 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제

안된 컨버터는 스위치전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영전

류 스위칭이 이루어짐으로써 0.6 %의 효율이 향상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DC-DC 컨버터와 DC-AC 인버터를 포함

하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내며 출력 전력이 200

[W] 일 경우 93.0 %의 효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듈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선된 동

적응답 특성을 지닌 고효율 DC-DC 컨버터를 제안하였

다. 제안된 컨버터는 듀얼 능동-클램프 회로를 사용해

기존 능동-클램프 회로보다 스위치의 전압 스트레스를

Fig. 15 Measured efficiency of the proposed converter

compared with the efficiency of the previous

converter at Vi = 60 [V]

Fig. 16 Measured efficiency of the overall system at Vi =
6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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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킴으로서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출력 다이

오드가 소거되기 전에 전류가 영전류가 되는 영전류 스

위칭을 함으로서, 출력 다이오드에서 발생되는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선된 PI 제어기를 사용함

으로서 출력 부하가 변화될 때에도 안정된 DC전압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DC-DC 컨버터와 계통과 연결된

DC-AC 인버터를 연결시킨 전체 시스템 회로 설계와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제안된

DC-DC 컨버터는 기존 회로보다 0.6 % 높은 97.9 %의

높은 효율을 얻었으며 전체 시스템은 93.0 %의 효율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00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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