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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자 변압기로 동작하는 저전압 직류배전 기능을 갖는 
Quasi Z-소스 AC-AC 컨버터

A Quasi Z-Source AC-AC Converter with a Low DC Voltage Distribution Capability 
Operating as a Power Electronic Transformer

류  *․엄  *․정  국†․임  철** 

(Dae-Hyun Yoo․Jun-Hyun Oum․Young-Gook Jung․Young-Cheol Lim)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quasi Z-source AC-AC converter with the low DC voltage distribution capability 

operating as a power electronic transformer. The proposed system has configuration that the input terminals of two quasi 

Z-source AC-AC converters are connected in parallel, also their output terminal are connected in series. Simple control 

method of duty ratio was proposed for the in phase buck-boost AC voltage mode and the DC output voltage control. 

DSP based experiment and PSIM simulation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PSIM simulation results were same with 

the measured results. By controlling the duty ratio under the condition of 100 [] load, quasi Z-source AC-AC converter 

could buck and boost the AC output voltage in phase with the AC input voltage, and the same time, the constant DC 

voltage could be output without affecting the AC output characteristics. And, the DC output voltage 48[V] was 

constantly controlled in dynamic state in case while the load is suddenly changed (50 [Ω]→100 [Ω]). From the above 

result, we could know that the quasi Z-source AC-AC converter can act as a power electronic transformer with a low 

DC voltage distribution capability. 

Key Words : Power electronic transformer, A quasi Z-source AC-AC converter, Low DC voltage distribution capability, 

In phase buck-boost AC voltage mode, Constant DC voltage PI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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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 에 지의 사용 증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효율 인 

기 에 지의 사용에 한 심이 꾸 하게 증가하고 있

다. 최근 들어 교류 배  시스템을 직류 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IT 련 기기와 가  기기들은 교류 원에

서 직류를 얻고 이를 다시 직류로 변환하여 원하는 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력 변환을 여러 번 거치게 때

문에 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정류 장치를 

한 개의 시스템으로 배치하여 사용 기기들에 일  배 하는 

직류 배  시스템은, 력 변환 손실을 감소시켜 력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직류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향을 감소할 수 있으며, 교류 체계에서의 압 강

하, 주 수 동요, 과도 상 등의 향도 감소되어 기 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5]. 

한편 교류 배 을 한 기기기로는 코일과 철심으로 구

성된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종 의 변압기를 

력 자 제어에 의한 변압기로 체하게 되면 물리 인 크기

와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감할 수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연유에 의한 환

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도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력 자 변압기로서 동작하는 압 직

류배  기능을 갖는 출력단이 직렬 연결된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력 자 변압기는 간

단한 듀티비 제어에 의해 입력 압에 하여 출력 압을 동

상으로 승압-강압과 역상으로 강압-승압할 수 있다. 한 

입력 압과 출력 압은 공통 지단을 가지며, 연속 류

(CCM) 모드로 동작하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Quasi Z-소

스 AC-AC 컨버터[9]의 active 동작 역에 있는 정류단을 

활용하면, 48[V] 압 직류 배 [10,11]도 가능하다. 제안

된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하여 PSIM시뮬 이션과 

실험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출력이 직렬 연결된 

Quasi Z-소스 AC-AC컨버터의 기본 인 동작특성에  

향을 주지 않으며, PI제어 벅 컨버터를 이용하여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48[V] 직류배  압을 일정하게 출력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제안된 시스템

2.1 구성  원리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력 자 변압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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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출력이 직렬 연결된 Quasi 

Z-소스 AC-AC컨버터가 력 자 변압기로 동작하여 교류 

입력에 하여 교류출력 압의 크기를 가변하며, 동시에 

압 직류 배 을 하기 한 벅 컨버터는 Quasi Z-소스 

AC-AC컨버터의 active동작을 하는 Sw3에 연결된다.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는 스 치의 온, 오  상태에 따라 

교류 에 지의 장과 방출이 이루어지는 Quasi Z-소스 네

트워크, Quasi Z-소스 출력 필터   , 그리고 고압 단

과 압 단을 분리하는 1:1 연 변압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Quasi Z-소스 AC-AC 컨버터의 active 스 치 Sw3의 양단

에 구성된  에 의해 제어되지 않은 직류 압이 출력

된다. 

그림 1 제안된 력 자 변압기

Fig. 1 The proposed power electronic transformer

그림 2 Quasi AC-AC컨버터의 PWM 듀티비 제어방법

Fig. 2 PWM duty ratio control of a quasi AC-AC converter. 

  한 직류 입력단인 의 양단에 스 치 Sw5와 에 지

의 장과 방출을 하는     리휠링 다이오드로 구

성된 PI제어 벅 컨버터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는 Z-소스 토폴로지가 갖는 

형 인 active 모드와 shoot-through 모드로 동작되고 있

다.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는 Sw1, Sw3가 (1-D)T만

큼 온 되고, Sw2, Sw4가 DT만큼 오 되는 동안은 active모

드로 동작된다. 한 Sw2, Sw4가 DT만큼 온 되고, Sw1, 

Sw3가 (1-D)T만큼 오 되는 동안은 shoot-through 모드로 

동작한다. 즉, 서로 상보 으로 온, 오 를 반복한다. 그림 3

은 벅 컨버터의 직류 압 제어를 한 일반 인 PWM 제어

법과 PI제어기를 나타내고 있다. 부하 직류 압 기 치와 

실제 직류출력 압의 차이가 PI제어기의 입력으로 사용되

며, 이를 이용하여 Sw5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림 3 DC-DC컨버터의 PWM듀티비 제어방법

Fig. 3 PWM duty ratio control of a DC-DC converter 

2.2 동작 모드

그림 4와 그림 5는 출력이 직렬 연결된 Quasi Z소스 

AC-AC컨버터가 입력에 하여 강압된 동상의 교류를 출력

하며, 동시에 벅 컨버터를 통하여 강압된 직류를 출력하는 

동작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강압된 동상의 출력 상태는 상  

컨버터 는 하  컨버터에 하여, 한 의 컨버터는 동상의 

승압 모드로 동작하고, 나머지 한 는 역상의 강압 출력 모

드로 동작하여 한다. 그림 6의 출력 압 게인에 (+),(-)부호

가 없다고 했을 때, 동상의 승압 출력 값은 역상의 강압 출력 

값 보다 항상 큰 출력 압 게인을 가져야 한다. 

그림 4는 양의 반주기 원   에 한 active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Sw1은 (1-D)T (D=0.0), Sw3는 

(1-D)T (D=0.8) 동안 온 된 상태에 있다. Sw1이 (1-D)T 

(D=0.0)동안 온 된 상태는 식 (1)과 같이 듀티 비 (1-D)T 

(D=0.0)동안 L1에 류가 흐르고 입력 원과 L1에 걸리는 

압의 차이 만큼 C1이 충 된다. 그리고 식 (2)와 같이 커

패시터 C2는 인덕터 L2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2

에 걸리는 압과 같고 극성은 반 로 된다. 이때 C1과 C2

는 (+)값으로 충 이 되고 류는 입력과 같은 방향으로 

연 변압기의 1차 측에 흐르게 된다. 변압기 1차 측의 류

는 변압비 1:1의 변압기 2차 측으로 필터와 부하로 흐르게 

된다. Sw3가 (1-D)T (D=0.8)동안 온 된 상태는 식 (4)와 같

이 (1-D)T (D=0.8)동안 인덕터 L3에 류가 흐르고, 입력 

원과 인덕터 L3에 걸리는 압의 차이 만큼 커패시터 C3

가 충 된다. 식 (5)와 같이 C4는 L4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L4에 걸리는 압과 같고 극성은 반 이며 C3는 

C4와 차가 발생된다. 즉, Sw3가 (1-D)T (D=0.8)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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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hoot-through 모드( )의 회로 동작

Fig. 5 Circuit operation of the shoot through mode( ) 

는 C4의 가 C3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류는 식(7)과 같이 입력과 반  방향으로 연 변압기

의 1차 측에 흐르게 되고, 1차 측에 흐르는 류는 변압비 

1:1의 연 변압기 2차 측으로 류가 유기되어 필터와 부

하에 흐르게 된다. Sw3가 (1-D)T (D=0.8)동안 온 된 상태

에서는 식(9)와  같이 Cf2는 방 을 하고 벅 컨버터는 동작

을 하여 직류부하로 류가 흐르게 된다.

그림 4 Active 모드( )의 회로 동작

Fig. 4 Circuit operation of the active m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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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경우에 한 shoot-through 모드를 나타

낸다. 이때 Sw2는 DT (D=0.0), Sw4는 DT (D=0.8)동안 온 

된 상태를 유지한다. Sw2가 DT (D=0.0)동안 온 되면 C1과 

C2는 Sw2를 통하여 방 을 하고, Sw4가 DT (D=0.8)동안 

온 되면 C3와 C4 역시 Sw4를 통하여 방 을 한다. 그리고 

필터 Lf1에는 역기 력이 발생하여 Lf1에 걸리는 압과 

Cf1에 걸리는 압은 같고 극성만 달라진다. 그리고 Cf1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하는 Cf1과 같은 극성의 압이 걸

리게 된다. 이때의 회로 방정식은 식 (10)-(14)와 같이 표

된다. Sw4가 DT (D=0.8)동안 온 된 상태에서는 식(15)와 

같이 Cf2는 충 을 하고 벅 컨버터는 식 (16)과 같이 직류

부하로 류가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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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T동안의 식 (1)-(9)와 DT동안의 식 (10)-(16)을 이

용한 회로의 평균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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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인 압 강하를 무시한다면, 한 주기 동안의 인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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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 이션과 실험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and experiment parameters

Input voltage
60[Vrms]

/60[Hz]

Quasi Z-source 

network

L1=L2=L3=L4 1[mH]

C1=C2=C3=C4 6.8[uF]

Transformer turn ratio 1:1

Switching device G40N150

Switching frequency 20[kHz]

R-C Snubber
Rs 0.1[]

Cs 0.01[uF]

L-C filter

Lf1 3[mH]

Lf2 2[mH]

Lf3 1[mH]

Cf1 10[uF]

Cf2 1000[uF]

Cf3 1000[uF]

Inductor resistance r 0.5[]

AC load, DC Load R 100[]

L1, L2, L3, L4  필터 Lf1, Lf2, Lf3의 평균 압은 0이며, 

이로부터 한 주기T 동안의 커패시터 C1, C2, C3, C4  필

터 Cf1, Cf2, Cf3의 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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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제안된 시스템에 하여 듀티 비 D의 변화에 따른 출

력 압 게인 K를 서로 비교한 그래 이다. 이때 제안된 시스템의 

출력 압 게인 K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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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듀티비 D에 상응하는 제안된 시스템의 동작 모드

Fig. 6 Operation modes of the proposed system according 

to duty ratio D 

3.  시뮬 이션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력 자 변압기로 동작하는 Quasi Z-소스 

AC-AC 컨버터의 특성을 고찰하기 하여, PSIM 시뮬 이

션  실험을 하 다. 그림 7은 그림 1에 한 PSIM 시뮬

이션 모델을 나타내며, 체 인 시스템은 2 의 Quasi 

Z-소스 AC-AC 컨버터, 직류 벅 컨버터, 출력 필터 그리고 

1:1 연 변압기와 R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PSIM시뮬 이션 모델

Fig. 7 PSIM simulation model        

  시뮬 이션과 실험에 사용된 라미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에서 

제공하는 이상 인 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실험 환

경의 라미터를 측정하여 시뮬 이션 라미터에 용하거

나, 시뮬 이션으로 우선 라미터를 최 으로 튜닝하고 이

를 실험에 용해 시뮬 이션 형과 일치하는 경우는 그 

라미터를 그 로 사용하 다. 

  Quasi Z-소스 AC-AC 컨버터의 입력 압은 60[V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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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imulated results

     

(b) Measured results

그림 9 동상의 부스트 모드에 한 출력 압 형(Sw1=(1-D)T(D=0.3), Sw2=DT(D=0.3), Sw3=(1-D)T(D=1), Sw4= DT(D=1))(vac_in, 

vac_out :100[V]/div., vdc_in, vdc_out : 50[V]/div., time: 20[msec]/div.)

Fig. 9 Output voltage in case of the in phase-boost  mode. (Sw1=(1-D)T(D=0.3), Sw2=DT(D=0.3), Sw3=(1-D)T(D=1), 

Sw4=DT(D=1))(vac_in, vac_out 100[V]/div., vdc_in, vdc_out:50[V]/div., time 20[msec]/div.)

60[Hz]이며 출력단의 연 변압기의 변압비는 1:1이고 부하

는 R=100[]이다. 한 Z-네트워크의 인덕터 L1=L2=L3 

=L4=0.4[mH]와 커패시터 C1=C2=C3=C4=6.8[uF]은 표 1과 

같다. 출력 필터는 Lf1=2[mH], Lf2=2[mH], Lf3=1[mH], 

Cf1= 10[uF], Cf2=1000[uF], Cf3=1000[uF]이고 각 L1∼L4의 

항 성분은 0.5[]으로 하 다. 각 스 치의 R-C스 버 회

로는 Rs=0.1[], Cs=0.01[uF]로 하 다.

그림 8 실험 시스템

Fig. 8 The experimental system

그림 8은 실험 시스템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 칭 디바이스(Sw1, Sw2, Sw3, Sw4, 

Sw5)는 IGBT(G40N150)가 사용되었으며, 이때 스 칭 주

수는 20[kHz]이고 다이오드는 DSEI60-12A이다. 그림 2와 

그림 3의 PWM 듀티비 제어와 PI제어를 하여 DSP 28335

가 사용되었다. 

3.1 동상의 승압 출력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는 제안된 시스템의 동

상의 승압 출력과 동상의 강압 출력에 한 교류입력 압 

ㅡ 과 교류출력 압ㅡ , 직류입력 압 ㅡ 과 직류출

력 압 ㅡ의 시뮬 이션과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  그림 9와 그림 10은 교류 입력에 하여 동상의 승

압 출력과 일정 압으로 제어된 직류 출력에 한 시뮬

이션  실험 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AC-AC 컨

버터의 스 칭 듀티비 D가 Sw1=(1-D)T (D=0.3), Sw2=DT 

(D=0.3), Sw3=(1-D)T (D=1), Sw4=DT (D=1)의 조건으로 

동작하는 동상의 승압 출력에 한 결과이다. 

교류입력 압 ㅡ 에 하여 교류출력 압 ㅡ을 동

상으로 승압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직류 측 부하가 

50[]→100[]으로 변동되는 과도상태에 한 출력 압 제

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

류 측 부하가 50[]→100[]으로 변동이 되어도, 벅 컨버터

의 직류 압 ㅡ이 PI제어를 통하여 48[V]로 일정하게 제

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 동상의 강압 출력      

  그림 11과 그림 12는 교류입력 압 ㅡ =60[V]에 하

여 동상의 강압 출력과 일정 압으로 제어된 직류 출력에 

한 시뮬 이션  실험 형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먼  

그림 11(a),(b)는 AC-AC 컨버터의 스 칭 듀티비 D 

(Sw2=DT(D=0.0), Sw4=DT (D=0.8))의 조건에 한 교류출

력 압ㅡ=55[V]와 직류입력 압 ㅡ =98[V]에 한 

직류출력 압 ㅡ=48[V]를 나타낸다. 그림 11(c)는 

Sw2=DT(D=0.0), Sw4=DT(D=0.75)의 조건으로 D가 제어되

는 경우, 교류출력 압ㅡ=36[V]을 얻으며, 직류입력 

압ㅡ =132[V]에 하여 직류출력 압 ㅡ=48[V]로 일

정 제어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1(d)는 D가 Sw2=DT(D=0.0), Sw4=DT(D=0.68)로 

일 때의 결과로서, 교류출력 압ㅡ=19[V], 직류입력 

압ㅡ =151[V]에 하여 직류출력 압 ㅡ=48[V]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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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ed results

  

(b) Measured results(100[msec]/div.)

 

(c) Measured results(20[msec]/div.) 

그림 10 직류 부하 항 증가에 한 출력 압 형(50Ω⟶100Ω) (동상의 부스트 모드) (Sw1=(1-D)T (D=0.3), Sw2=DT(D=0.3), 
Sw3=(1-D) T(D=1), Sw4=DT(D=1))(vac_in, vac_out: 100[V]/div., vdc_in,vdc_out :50[V]/div.)

Fig. 10 Output voltage according to DC load resistance  increase(50Ω⟶100Ω) (In phase-boost mode)   (Sw1= (1-D)T(D=0.3), 
Sw2=DT(D=0.3), Sw3=(1-D) (D=1), Sw4=DT(D=1))(vac_in, vac_out:100[V]/div.,  vdc_in, vdc_out : 50[V]/div.) 

(a) Simulated results(Sw2=DT(D=0.0), 

Sw4=DT(D=0.8))

     

(b) Measured results(Sw2=DT(D=0.0), 

Sw4=DT(D=0.8))

 

(c) Measured results(Sw2=DT(D=0.0), 

Sw4=DT(D=0.75))

     

(d) Measured results(Sw2=DT(D=0.0), 

Sw4=DT(D=0.68))

그림 11 동상의 벅 모드에 한 출력 압 형(Sw1=(1-D)T(D=0.0), Sw3=(1-D)T(D=0.8))(vac_in, vac_out : 100[V]/div., vdc_in, 

vdc_out : 50[V]/div., time : 20[msec]/div.)

Fig. 11 Output voltage in case of the in phase-buck mode. (Sw1=(1-D)T(D=0.0), Sw3=(1-D)T(D=0.8))(vac_in, vac_out:100[V]/div., 

vdc_in, vdc_out :50[V]/div., time : 20[msec]/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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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ed results

 

(b) Measured results(100[msec]/div.) 

 

(c) Measured results(20[msec]/div.)

그림 12 직류 부하 항 증가에 한 출력 압 형 (50Ω⟶100Ω) (동상의 벅 모드) (Sw1=(1-D)T(D=0.0), Sw2=DT(D=0.0), 
Sw3=(1-D) T(D=0.8), Sw4=DT(D=0.8))(vac_in, vac_out: 100[V]/div., vdc_in, vdc_out : 50[V]/div.)

Fig. 12 Output Voltage according to DC load resistance   increase(50Ω ⟶ 100Ω) (In phase-buck mode) (Sw1=(1-D)T(D=0.0), 
Sw2=DT(D=0.0), Sw3=(1-D)T(D= 0.8), Sw4=DT(D=0.8))(vac_in, vac_out : 100[V]/div., vdc_in, vdc_out:50[V]/div.)

(a) (Sw2_D=0, Sw4_D=0.9)

   

(b) (Sw2_D=0, Sw4_D=0.8)

그림 13 부하 변화에 한 효율 측정 결과 (동상 벅 모드의 경우)

Fig. 13 The measured results of the efficiency according to load change (In phase- buck mode)

그림 14 부하변화에 따른 입력 역률의 측정 결과 (Sw2_D=0,  

Sw4_D=0.9)(동상 벅 모드의 경우)

Fig. 14 The measured results of the input power factor 

according to different loads(Sw2_D=0, Sw4_D=0.9)(In 

phase- buck mode) 

을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류입력 압

ㅡ 에 하여 교류출력 압 ㅡ을 동상으로 강압시킴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림 12와 같이 직류 측 부

하가 50[]→100[]으로 변동이 되어도, 벅 컨버터의 PI제

어를 통하여 ㅡ을 48[V]로 일정하게 압을 제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는 부하 변동에 한 제안된 력 자 변압기의 

효율 측정 결과를 듀티비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 13(a),(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듀티비에 따라 효율은 94[%]에서 

80[%]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기계 인 변압기는 

모터나 발 기와 같이 공극이 없기 때문에 기기기  효

율이 99[%]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나 그림 1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력 자 변압기는 스 칭 디바이스와 각종 L-C-R 

소자등으로 구성되는 력 자변환장치의 효율 특성상 기계

식 변압기의 효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효율 하 

문제는 물리 인 크기와 무게 감소, 설치 용이, 유지보수 비

용 감, 그리고 연유에 의한 환경 문제의 해결로 트 이

드오 (trade off)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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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는 그림 13(a)와 동일한 조건에 하여 력 자 

변압기의 입력역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역률은 0.99부터 0.95사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력 자 변압기로 동작하는 압 직류 배

기능을 갖는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를 제안하 다. 

출력이 직렬 연결된 Quasi Z-소스 AC-AC 컨버터가 력

자 변압기로서 동작함과 동시에 일정한 직류 압 출력에 

한 류 흐름 모드와 교류와 직류출력 압의 제어 과정

을 고찰하 다. DSP 28335에 의하여 제어되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 으며, PSIM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

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0[] 일정 부하의 조건

에서, Quasi Z-소스 AC-AC 컨버터는 듀티비 제어에 의하

여 교류입력 압과 동상인 출력 압을 승-강압을 할 수 있

었고, 동시에 48[V]로 일정한 직류 압을 발생할 수 있었다. 

한 동상의 승-강압의 경우, 직류 부하가 50[Ω]에서 100[Ω]

으로 변동하여도 PI제어에 의해 직류출력 압은 일정하게 

제어됨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반도체 변압기로 작동함과 동시에 교류 순간 

압 강하 보상기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에 지 충 방  시

스템, 그리고 교류와 직류 배 에 응용 가능한 스마트 그리

드에 다양하게 용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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