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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빠른 동특성을 갖는 

계통 전압 센싱 DC 오프셋 보상 알고리즘

DC offset Compensation Algorithm with Fast Response to the Grid Voltage in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한 동 엽*․박 진 혁**․이 교 범† 

(Dong Yeob Han․Jin-Hyuk Park․Kyo-Beum Lee)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DC offset compensation algorithm with fast response to the sensed grid voltage in the 

single-phase grid connected inverter. If the sensor of the grid voltage has problems, the DC offset of the grid voltage can be 

generated. This error must be resolved because the DC offset can generate the estimated grid frequency error of the 

phase-locked loop (PLL). In conventional algorithm to compensate the DC offset, the DC offset is estimated by integrating the 

synchronous reference frame d-axis voltage during one period of the grid voltage. The conventional algorithm has a drawback 

that is a slow dynamic response because monitoring the one period of the grid voltage is required. the proposed algorithm 

has fast dynamic response because the DC offset is consecutively estimated by transforming the d-axis voltage to synchronous 

reference frame without monitoring one cycle time of the grid voltage.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from PSIM 

simulation and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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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 특히 가정용 소용량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용

량 태양광 시스템에는 단상인버터가 주로 사용된다[4-5].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서 Phase Locked Loop (PLL)은 시스템의 안정

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6]. 

계통 전압 센서의 이상 및 A/D 컨버터에 DC 오프셋이 내재

되어 있다면 측정된 계통전압에 DC 오프셋이 포함될 수 있고, 

PLL에 의한 계통각 추정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동기좌표계 

d축 전압에 저역통과필터를 추가하여 DC 오프셋의 저감이 가능

하지만 DC 오프셋에 의한 맥동 성분의 주파수는 매우 낮기 때문

에 저역통과필터를 통한 DC 오프셋 제거는 전체 시스템의 동특

성을 떨어뜨린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DC 오프셋 저

감 알고리즘은 
을 계통 주파수 한주기 동안 적분하여 DC 오프

셋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한번 DC 오프셋을 추정하고 다음 DC 

오프셋 추정값이 반영되기까지 계통 주파수 한주기의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동특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8]. 제안하는 DC 

오프셋 저감 알고리즘은 계통전압에 DC 오프셋이 존재할 때, 


에 DC 오프셋성분이 포함되는 것을 이용하여 좌표변환을 통해 

순시적으로 DC 오프셋을 추정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계통 주파수 한주기를 관측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DC 오프셋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계통 연계형 단상 인버터에서 계통 전압 센서에 포

함되어있는 DC 오프셋을 저감하기 위한 빠른 동특성을 갖는 보

상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알고리즘은 DC 

오프셋 추정을 위해 계통 주파수 한주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동특성이 떨어진다. 제안하는 DC 오프셋 보상 알고리즘은 좌

표변환을 이용해 순시적으로 DC 오프셋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

에 빠른 동특성을 갖는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과 기존의 DC 오프셋 저감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전체 시스템 구성과 DC 오프셋의 영향

2.1 단상 풀브리지 인버터의 구성과 제어

그림 1에 전체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풀브리지 인버터가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토폴로지로 사용되었고, 전류의 스위칭 리플 

저감을 위해 L필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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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전체 시스템 제어 블럭도이다. 계통각을 사용하기 위

해 PLL을 사용한다. 단상인버터는 직류단 전압과 계통전류를 PI

제어기로 제어한다. 단상 계통 연계형 시스템에서 PI제어기를 사

용하기 위해 
 , 

이 요구되고, 계통전압을 
 , 

로 좌표변환하

기위해 가상축이 필요하다. 전역통과필터를 사용해 가상축을 생

성하고 이 가상축은 입력된 신호보다 90도 지연된 위상각을 갖

는 것이 특징이다. 계통 연계형 단상 인버터에는 두개의 제어회

로가 존재한다. 상위제어회로는 직류단 전압 제어기이며, 하위제

어회로는 출력 전류 제어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를 무효전력성

분으로 설정하여 이를 0으로 제어하고, 
을 유효전력성분으로 설

정하여 직류단 전압을 제어한다. 전류 제어기는 출력 전류 및 역

률을 제어한다[9]. 

그림 1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전체 시스템 구성

Fig. 1 Total system configuration of the single-phase grid 

connected inverter

그림 2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제어 블럭도

Fig. 2 Control block diagram of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그림 3은 PLL 제어 블럭도를 나타낸다. 계통전압과 가상축을 

좌표변환하여 동기좌표계로 바꾸고, 
을 0으로 제어한다. PI제어

기의 입력에 
의 오차를 사용하면 출력은 계통 각주파수 추정값

이다. 계통 각주파수 추정값을 다시 적분기의 입력으로 넣으면 

출력은 계통각 추정값이다. 

그림 3 좌표변환을 기반으로 한 단상 PLL 제어 블럭도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a single-phase PLL based 

on coordinate transformation

2.2 계통 전압 센서의 스케일링 오차와 DC 오프셋의 영향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서 계통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PLL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측정된 계통 전압이 

DC 오프셋을 포함하고 있으면, 계통전압과 가상축을 동기좌표계

로 변환시켰을 때, 
 , 

에 교류성분이 포함된다. 


를 일정하게 제어해야 계통각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DC 오프셋에 의해 
에 교류성분이 추가되면 계통각 추

정에 오차가 포함되어 계통각 추정이 왜곡된다. 

측정된 계통 전압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센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기위한 저역통과필터, 측정된 아날로그 값을 디

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제어하기 위한 A/D 변환과정에 의해서 디

지털화 된다. 결과적으로 DC 오프셋과 스케일링 에러는 전압센서

에 의한 오차, 아날로그 소자의 비선형적인 특성과 A/D변환과정

에 의해 생긴다. 그림 4는 DC 오프셋의 발생 원인을 나타낸다.

그림 4 DC 오프셋의 발생 요소

Fig. 4 Generation factors of DC offset

DC 오프셋에 의한 오차는 
에 정현파성분으로 나타난다. 



에 포함된 DC 오프셋 오차는 계통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저주

파이기 때문에 저역통과필터로 저감하기 어렵다. 저역통과필터의 

주파수 대역폭을 더욱 낮게 설정하면 DC 오프셋을 저감시킬 수 

있지만 저역통과필터의 낮은 대역폭은 전체 시스템의 동특성을 

느리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DC 오프셋과 스케일링 오차가 없는 계통전압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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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1)

은 계통전압의 크기이고, 는 계통 각주파수이다.

측정된 계통전압은 전압센서 및 A/D 컨버터의 이상으로인해 

DC 오프셋과 스케일링 오차를 포함할 수 있다. (1)의 식을 DC 

오프셋과 스케일링 오차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in          (2)

여기서 식 (2)에서 는 DC 오프셋의 크기를 나타내고 은 스

케일링 오차의 크기를 나타낸다.

단상 시스템에서 고정좌표계로의 변환을 위해 가상축이 필요

하며, 가상축을 포함한 고정좌표계는 다음과 같다.

  sin            (3)

   cos                

          

식 (3)을 사용하여 동기좌표계로 좌표변환 하면 식 (4)와 같다.

















 cos sin
sin cos















                (4)

    



 cos sin
sin cos






 sin
 cos




    

여기서  는 추정한 계통각이고,  (=)는 실제 계통각이다. 

식 (4)를 통해 DC 오프셋과 스케일링 오차를 포함한 동기좌표

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sin 
cossin

       (5)


   cos 
sincos

PLL을 통한 계통각 추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추정한 계통각 

 과 실제 계통각 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고 
 , 

은 식 (7)

과 같다.


 cossin       (6)


   sincos


에는 DC 오프셋 성분의 교류전압이 포함되고, 

에는 스케

일링 오차성분과 DC 오프셋 성분이 포함된다. 

3. 제안하는 계통전압 DC 오프셋 보상 방법

PLL은 
를 이용해 계통각을 추정하는데 계통전압에 DC 오프

셋이 생기면 식 (6)처럼 
에 DC 오프셋과 관련된 성분만 남아 


가 정현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통각 추정이 어렵다.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방법은 DC 오프셋 성분이 포함된 동

기좌표계 d축 전압을 계통 주파수 한주기 동안 적분을 통해 DC 

오프셋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PI제어기를 통해 보상하는 방법

이다. 하지만 DC 오프셋을 추정하기위해 계통 주파수의 한주기 

관측이 필요하다. DC 오프셋 추정이 계통 주파수 한주기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특성이 나쁜 단점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에 DC 오프셋 성분의 정현파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역통과필터를 통해 만든 가상축과 동기좌표계로 좌표변

환하면, 계통 주파수 한주기를 관측할 필요 없이 순시적인 DC 

오프셋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제안하는 방법의 블럭도를 나

타낸다.

그림 5 제안하는 DC 오프셋 전압 보상 블럭도

Fig. 5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DC offset voltage 

compensator

식 (6)을 통해 
가 DC 오프셋에 관련된 정현파성분만을 포함

하기 때문에, DC 오프셋의 크기는 
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를 식 (7)과 같이 정의한다. 

   
                     (7)

여기서  은 DC 오프셋의 오차에 의한 정현파를 나타낸다. 

좌표변환하기 위해 두개의 축이 필요하므로  를 입력으

로 받은 전역통과필터를 통해  보다 90도 지연된 가상축

을 생성할 수 있다.  와  를 고정좌표계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cossin          (8)

  sincos

식 (8)의   , 
 은 DC 오프셋의 크기를 가진 정현

파성분으로만 구성된다. 식 (9)는 식 (8)을 동기좌표계로 좌표변

환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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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C 오프셋 변화에 따른 파형

Fig. 8 Waveform according to changing the DC offset





 


 





 

 cos sin
sin cos









 
 




           (9)

         



 cos sin
sin cos






cossin
sincos






         


 






여기서  는 DC 오프셋에 의한 두개의 정현파성분이 있었

지만 동기좌표계로 변환하면  
 은 양수의 DC 오프셋의 크

기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은 음수의 DC 오프셋의 크기

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은 좌표변환을 통해 DC 오프셋의 크기를 순시적

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통 주파수 한주기 동안 
을 적

분해 DC 오프셋을 추정하는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방법보다 

동특성에서 더 뛰어나다. 

좌표변환으로 추정한 계통전압센서의 DC 오프셋을 PI제어기를 

통해 계통전압센서에 보상해 줌으로 DC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

고, DC 오프셋이 제거되면 
에 맥동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PLL을 통해 정확한 계통각 추정이 가능하다.

4. 시뮬레이션

그림 6은 계통 연계형 단상 풀브리지 인버터의 시뮬레이션 회

로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은 정격 3kW인버터로 설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사양은 표 1과 같다.

SW_a_up

SW_a_down SW_b_down

SW_b_up

V

V

V V

V

VVgrid

i
A

V_dc

V

V

V

VIgrid

그림 6 단상 풀브리지 인버터 시뮬레이션 회로도

Fig. 6 Simulation schematic of the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표 1 계통 연계형 인버터 시뮬레이션사양

Table 1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simulation

정격 전력 3 kW

스위칭 주파수 16 kHz

입력 계통 전압 220 Vrms

계통 주파수 60 Hz

직류단 전압 350 V

그림 7은 계통전압의 4%의 DC 오프셋을 인가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PLL을 통해 계통 주파수를 추정하려면 
에 오차가 

없어야 하는데 계통전압의 4% DC 오프셋을 인가하면 
가 일정

크기로 맥동한다. 
가 맥동하기 때문에 PLL을 통한 계통각 추

정에 오차가 포함된다. 계통 주파수도 
와 같은 주파수로 맥동

하며 그 크기는 약 ±1Hz이다. 

그림 7 계통 전압의 4% DC 오프셋을 인가한 파형

Fig. 7 Waveform after injecting the DC offset(4%) of the 

grid voltage

그림 8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DC 오프셋 보상성능을 보여준

다. 0.4초에 4%의 DC 오프셋을 주면 일정한 값을 유지하던 계통 

주파수와 
에 맥동이 생긴다. 0.6초에는 DC 오프셋 보상을 시작

했고, 보상값이 DC 오프셋의 크기와 같아짐에 따라 계통 주파수

와 
의 맥동이 줄어든다. 0.8초에는 DC 오프셋을 6%로 바꾸어 

주었고, 마지막으로 1초에는 DC 오프셋을 2%로 낮추었다.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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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이 바뀌지만 바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계통 주파수와 
의 

맥동이 바로 사라지고 안정적인 값을 유지한다.

그림 9는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동특성을 비교한 파형

이다. 0.4초에 계통전압의 4% DC 오프셋을 인가하였고, 0.6초에 

보상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DC 오프셋 보상 방법은 계통 주파수

의 한주기를 적분해 DC 오프셋을 추정하기 때문에 보상값은 

60Hz의 한주기 16.667ms마다 보상하는 계단형식의 파형이고 DC 

오프셋 보상신호는 400ms이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좌표변환

을 통해 순시적으로 DC 오프셋의 추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값은 연속적인 보상파형이고, 보상시간은 약 66ms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334ms 빠르게 DC 오프셋을 

보상하므로 동특성에서 뛰어난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하였다.

(a)

(b)

그림 9 기존방법과 제안한방법의 비교파형 (a) 기존의 방법에 의

한 계통 전압의 4% DC 오프셋 보상파형 (b)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계통 전압의 4% DC 오프셋 보상파형

Fig. 9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a) 

Compensation waveform by the conventional method 

at 4% DC offset of the grid voltage (b) Compensation 

waveform by the proposed method at 4% DC offset 

of the grid voltage

5. 실  험

그림 10은 실험에 사용된 3kW 정격의 단상 풀브리지 인버터

를 나타낸다. 실험사양은 시뮬레이션과 같다.

그림 11은 계통 전압의 4% DC 오프셋을 포함시킨 파형이다. 


의 경우 0V를 기준으로 약 ±20V의 맥동이 있다. 계통 전압에

DC 오프셋이 포함되면 계통 전압을 좌표변환할 때 DC 오프셋이 


에 정현파성분으로 포함된다. 이 정현파성분 때문에 PLL의 계

통각 추정에 오차가 포함되어 추정한 계통각에 왜곡이 생긴다. 

계통각에 생긴 왜곡으로 인해 계통 주파수도 60Hz를 기준으로 

약 ±1Hz의 맥동이 생긴 것이다. 

그림 10 실험 세트 

Fig. 10 Experiment set

그림 11 DC 오프셋(4%)에서 보상값 인가 후

Fig. 11 After injecting the DC offset compensation on the 

4% DC offset

그림 12는 DC 오프셋 값의 변화에 따른 계통 주파수, 동기좌

표계 d축 전압 그리고 보상값의 변화를 나타낸 파형이다. DC 오

프셋을 주입하면 일정한 값을 유지하던 계통 주파수와 동기좌표

계 d축 전압에 맥동이 생긴다. 이때 DC 오프셋 보상값을 인가하

면 
의 정현파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PLL의 계통각 추정의 

오차도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계통 주파수와 
이 DC 오프셋이 

주입되기 전의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 DC 오프

셋을 6%와 2%로 차례대로 변경하면 변경과 동시에 DC 오프셋

이 보상되고 이에 따라 
과 계통 주파수는 DC 오프셋을 변경하

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진동하고 다시 일정한 값을 유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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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오프셋이 보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DC 오프셋의 변화에 따른 파형

Fig. 12 The waveform according to changing the DC offset

그림 13 DC 오프셋(4%)에서 기존방법의 보상파형

Fig. 13 the waveform of the conventional method on the 

4% DC offset

그림 14 DC 오프셋(4%)에서 제안한 방법의 보상파형

Fig. 14 The waveform of the proposed method on the 4% 

DC offset

그림 13, 14는 DC 오프셋을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동

특성을 비교한 파형이다. 그림 13은 기존의 방법으로 DC 오프셋

을 보상한 파형으로 보상인가 신호가 1이 되면 DC 오프셋 보상

을 시작하였고 DC 오프셋 보상 시간은 약 413ms이다. 그림 14

는 제안한 방법으로 DC 오프셋을 보상한 파형으로 마찬가지로 

보상인가 신호가 1이 되면 DC 오프셋 보상을 시작한다. DC 오프

셋 보상 시간은 약 68ms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약 345ms의 보상 시간을 단축시켰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 연계형 단상 인버터에서 빠른 동특성을 

갖는 DC 오프셋 보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DC 오프셋이 계통 전

압 센서에 생기면 계통 주파수와 
 , 

에 맥동이 발생한다. 이 

맥동은 DC 오프셋의 크기를 가지는 정현파임을 수식적으로 증명

하였다. 
에 생기는 정현파는 PLL을 통해 계통각을 추정할 때 

오차를 생성한다. 계통각 추정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계통 주

파수 추정에도 오차가 생기고, 계통 주파수는 
에 생기는 정현

파와 같은 주파수로 맥동을 한다. 기존의 방법은 DC 오프셋을 

저감하기 위해 계통 주파수 한주기를 적분해 DC 오프셋의 크기

를 추정하고 PI제어기를 통해 DC 오프셋을 보상하기 때문에 한 

순간에 추정한 DC 오프셋은 계통 주파수 한주기 뒤에 보상되어 

동특성이 느리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C 오프셋 보상 방법

은 좌표변환을 통해 순시적으로 DC 오프셋을 추정할 수 있고 PI

제어기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동특성이 뛰어

나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DC 오프셋 보상시

간을 6배정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여 본 논문의 DC 보상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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