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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small signal model for grid-connected inverter with unipolar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 is 

presented. Small-signal analysis allows to predict the stability and dynamics of the inverter. To regulate output voltage and to 

achieve power factor correction, inverter has two control loops. Loop gains are useful to identify the stability for multi-loop 

controlled system. Based on small-signal model, controllers are designed to improve audio susceptibility and output impedance 

characteristics. Proposed small-signal model and controllers are verified by PSIM simulation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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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교류 계통의 배전에 사용되는 변압기는 효율과 신뢰성이 

높으며 내구성이 우수하지만, 전력을 제어할 수 없어 입력 전력

에 따라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통 전원 주파수인 50 혹은 60 Hz의 저주파를 이용하므로 변압

기의 무게와 부피가 크며, 절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와도 관련이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

존의 권선형 변압기 대신 반도체 변압기가 제안되었다. 반도체 

변압기는 계통 전원 주파수보다 높은 수십 kHz 이상의 주파수로 

스위칭이 가능하므로 수동소자의 무게와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2]. 그리고 전력 계통 혹은 부하 중 한 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양방향 전력 제어가 가

능하여 신재생 에너지원과 전기자동차 등의 계통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전력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품질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반도체 변압기의 장점이

다[1,3,4].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변압기를 구성하는 인버터의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

고, 교류 측 역률을 높이는 것이 인버터의 제어 목표이다. 인버터

가 높은 안정도와 빠른 동특성을 가지도록 제어되기 위해서는, 

제어기 설계에 앞서 각종 외란이나 섭동에 대하여 인버터의 동특

성을 예측하기 위한 소신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반도체 변압기를 구성하는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토폴로

지로 승압형 풀브리지를 선택하였다. 이는 간단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양방향 4상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단일 레벨 토폴로

지 중 비교적 전력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어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풀브리지 인버터의 경우 양극성(bipolar) 또는 단

극성(unipolar) 펄스 폭 변조 방법(Pulse Width Modulation, 

PWM)에 대한 소신호 분석이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다.[5-7] 

소신호 분석은 내부 전류 제어기와 외부 전압 제어기에 대해 이

루어지며, 특정 동작점에서의 스위칭 함수에 대한 평균화 기법을 

통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선형화하여 소신호 전달함수

를 얻어낸다. 그러나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에 대한 

소신호 분석은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변압기를 구성하는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 대하여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식의 소신호 모

델링을 수행하여, 다양한 변동과 외란에 대한 인버터의 안정도와 

동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소신호 모델을 기반으로 제어기를 설계

하여 동작 영역에서 인버터의 안정적인 동작과 적절한 동특성을 

확보한다. 제안된 소신호 모델과 제어기는 MATLAB과 PSIM을 

이용하여 인버터의 동작을 적절히 기술하는 지를 검증된다. 마지

막으로 3.3 kW급 계통 연계형 인버터 시작품에서 소신호 모델의 

실험적 데이터를 얻어 유도한 소신호 모델을 검증하고 제안하는 

제어기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동작 원리 및 소신호 모델링

2.1 동작원리

그림 1은 계통과 연계된 단상 인버터의 회로도이다. 인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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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그림 2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

Fig. 2 Modified bipolar PWM method

(a) Mode 1

(b) Mode 2

그림 3 인버터 동작 모드

Fig. 3 Operational modes of the modified bipolar PWM

4개의 전력 스위치 , ,  , 와 인덕터  , 커패시터 로 

구성되어 있다. 저항 은 인덕터의 등가 직렬 저항을 나타낸다. 

회로에서 인덕터를 제외한 나머지 소자들은 이상적이라고 가정하

였다. 인덕터와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과 

로,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과 로 정의하

였다.

인버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주로 양극성 또는 단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이 사용된다.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은 대각에 위치

한 2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스위칭하기 때문에 제어하기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스위치들이 한꺼번에 스위칭하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크다. 단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은 양극성 방법보

다 스위칭 손실과 EMI가 적다. 그러나 단극성 방법 또한 4개의 

스위치가 전 구간에 걸쳐 스위칭하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적지 

않다. 반면에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8]은 기본파의 

반주기 동안 한 쪽 레그만 스위칭을 하고 다른 한 쪽 레그는 스

위칭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존의 스위칭 방법들에 비해 스

위칭 손실이 적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버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수정된 양극성 스위칭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2는 계통 전압이 양의 값을 가질 때 한 스위칭 주기 동

안의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을 보여준다. 변조 신호 

과 삼각파 의 비교를 통해 스위치 과 은 상보적으로 

스위칭을 하고 는 꺼진 상태를, 는 켜진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에 나타난 모드 1의 영역 동안 은 켜

진 상태이며, 은 꺼진 상태이다. 또한, 그림 3(b)에 나타난 모

드 2의 영역 동안 은 꺼진 상태이며, 은 켜진 상태이다.

2.2 소신호 모델링

모델의 평균화와 선형화,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환 단계를 거쳐 

컨버터의 전달 함수에 대한 소신호 모델을 구할 수 있다. 평균화 

과정에서 인버터 시스템의 시간 변동에 대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난 삼각파의 주파수가 변조 신호의 주파수보

다 충분히 높을 때 스위칭 함수는 평균화될 수 있고, 평균값은 

스위치의 시비율이 된다[9]. 따라서 과 의 시비율을 이용하

여 식 (1)을 얻을 수 있다. C는 DC 링크 캐패시터, L은 인덕터 

그리고 은 인덕터의 기생 저항을 나타낸다.

선형화 과정을 통해 동작점 주위의 비선형적 관계를 선형적으

로 근사시킬 수 있다. 인버터의 모든 상태 변수는 직류성분과 교

류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직류 성분은 동작점을 나타내

고, 교류 성분은 동작점 주위의 미소 변화량을 나타낸다. 각 교류 

성분의 크기는 충분히 작다고 가정할 때, 식 (1)을 직류 성분에 

대하여 풀면 인버터의 동작점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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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루프 시비율-출력 전압 소신호 전달 함수의 주파수 응답

Fig. 4 Frequency responses of duty ratio-to-output voltage 

small-signal transf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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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루프 시비율-인덕터 전류 소신호 전달 함수의 주파수 

응답

Fig. 5 Frequency responses of duty ratio-to-inductor 

current small-signal transfer function

Parameter Mark Value Unit

Grid voltage Vac 220 Vrms

Output voltage Vdc 380 V

Inductance L 1.6 mH

inductor ESR RL 0.39 mΩ

Capacitance C 2.27 mF

표    1 인버터 설계 변수

Table 1 Inverter design parameters

특정 동작점에서의 듀티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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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1)을 교류 성분에 대하여 풀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3)

라플라스 변환은 시간 영역 함수를 주파수 영역 함수로 변환

하여 시스템을 주파수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 영

역에서 표현된 식 (3)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면 식 (4)를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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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비율 변동에 대한 시스템 응답

다양한 변동에 대한 시스템 전달 함수는 파워 인버터를 수학

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소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인버터

의 안정도와 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시비율 변동에 대한 전달 

함수는 계통 전압과 직류 전류가 변하지 않을 때 시비율이 시스

템에 주는 영향을 보여준다. 식 (5)는 개루프 시비율-출력 전압 

응답 전달 함수를 나타내고, 식 (6)은 개루프 시비율-인덕터 전

류 응답 전달 함수를 나타낸다.




 

 

 


 




 




    (5)

 


 



 


 









              (6)

그림 4는 개루프 시비율-출력 전압 전달 함수의 보드 선도이

며, 그림 5는 개루프 시비율-인덕터 전류 전달 함수의 보드 선도

이다. 그림 4와 5에서 그림6에 제시된 PSIM 모의시험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각각의 전달 함수의 수학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의시험에 사용된 회로 변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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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SIM 모델

Fig. 6 PSIM Model 

그림 7 폐루프 인버터 시스템의 제어 블록도

Fig. 7 Control block diagram of closed-loop small-signal 

model of the entire inverter

3. 제어기 설계

3.1 폐루프 시스템

인버터의 제어 목표는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역률을 

높이는 것이다.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압제어기

와, 역률을 제어하기 위한 전류제어기에 각각 PI 제어기를 이용

하였다. PI 제어기는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고, 이득 값을 조정하

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산업에서 주로 사용된다.[10]

 PI 제어기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비례 이득

으로 동특성을 결정하며, 는 적분 이득으로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한다. 이를 곱 형식으로 변환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의 관계를 가진다.

 








(7)

그림 7은 제어기를 포함한 폐루프 인버터 시스템의 블록선도

를 보여준다. 는 개루프 계통 전압-출력 전압 전달 함수, 

는 개루프 직류 전류-출력 전압 전달 함수, 는 개

루프 계통 전압-인덕터 전류 전달 함수,  는 개루프 직류 

전류-인덕터 전류 전달 함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저역 

필터, 는 전압 보상기, 는 전류 보상기, 은 

변조기의 이득을 나타낸다. sin는 phase locked loop을 이용하

여 검출한 계통 전압의 위상인 의 함수이다. 보상기로 인해 두 

개의 루프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루프의 이득은 각

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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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results
Simulation results

그림 8 인버터의 바깥 루프 이득 주파수 응답

Fig. 8 Frequency responses of the inverter’s outer loop gain

그림 9  변화에 의한 폐루프 인버터의 보드 선도

Fig. 9 Bode diagram of closed-loop inverter’s small-signal 

model according to 

그림 10  변화에 의한 폐루프 인버터의 보드 선도

Fig. 10 Bode diagram of closed-loop inverter’s small-signal 

model according to 

  si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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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루프를 가진 시스템의 안정도는 루프 이득을 이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인버터의 전체 루프 이득은 그림 7의 점 A에서 신호 

경로를 끊은 후 작은 섭동을 인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응답으로 

정의되며, 식 (1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바깥 루프 이득은 그

림 7의 점 B에서 신호 경로를 끊은 후 작은 섭동을 인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응답으로 정의되며, 식 (1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15)

전체 루프 이득(overall loop gain)과 바깥 루프 이득(outer 

loop gain)이 보여주는 시스템의 절대 안정성은 동일하므로[11], 

바깥 루프 이득을 이용하여 폐루프 시스템의 소신호 모델을 그림 

8을 통해 검증하였다.

3.2 PI 제어기 설계

PI 제어기를 구성하는 두 개의 변수 와 를 식 (7)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전압 제어와 전류 제어를 위하여 두 개의 PI 제어

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총 네 개의 변수를 설계해야 한다. 세 개

의 변수를 상수로 가정하고 나머지 한 변수를 변화시키면 각각의 

변수가 폐루프 인버터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폐루프 시스템에서의 입력 전압 변동에 대한 시

스템의 응답은 식 (16)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직류 부하 변

동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은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17)

우선 전압제어기의 이득 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머지 세 변

수를 상수로 가정하였다(전압제어기의 영점   , 전류제어

기의 이득   , 전류제어기의 영점  ). 의 증가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9에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가 

증가할수록 계통 전압과 직류 부하 변동에 대한 시스템의 감쇠율

은 높아진다. 그러나 루프 이득의 차단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 이상인 경우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의 값이 음이 

되어 폐루프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두 번째로 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세 변수를 상수로 가정하

였다(  ,   ,  ). 그림 10에서 가 증가할수

록 계통 전압 민감도와 출력 임피던스 특성은 나빠지지만, 차단

주파수가 낮아짐에 따라 양의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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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변화에 의한 폐루프 인버터의 보드 선도

Fig. 11 Bode diagram of closed-loop inverter’s small-signal 

model according to 

그림 12   변화에 의한 폐루프 인버터의 보드 선도

Fig. 12 Bode diagram of closed-loop inverter’s small-signal 

model according to 

그림 13 폐루프 인버터의 보드 선도

Fig. 13 Bode diagram of closed-loop inverter

다음으로 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세 변수를 상수로 가정하였

다(  ,   ,  ). 그림 11에서 가 증가할수록 

계통 전압 변동에 대한 감쇠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의 증가에 

따른 직류 부하 변동에 대하여 이득의 피킹이 감소한 후 중간 

주파수 대역의 최댓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를 변화시키고 나머지 세 변수를 상수로 가정

하였다(  ,   ,  ). 그림 12에서 가 증가함

에 따라 계통 전압 변동에 대한 감쇠율은 감소한다. 직류 부하 

변동에 대하여는 중간 주파수 대역의 최댓값이 낮아지다가 

 × 시점에서 양쪽에 피킹이 발생한다.

이론적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력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

해 루프 이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정성은 전압제어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류

제어기는 전압제어기에 비해 출력 임피던스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류제어기는 계통 전압 

민감도와 출력 임피던스에서 피킹을 갖지 않으면서 최댓값이 가

장 낮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전압제어기는 시스템의 안

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통 전압 민감도와 출력 임피던스

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반도체 변압기용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일반 인버터와는 

다르게 출력 측에 DC-DC 컨버터가 바로 붙게 된다. 이에 따라 

인버터의 출력 임피던스()는 입력 전압원의 임피던스로 나타나

고 DC-DC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와 연결되어 DC-DC 컨

버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DC-DC 컨버터의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전압 전달함수는 인버터 출력 임피던스와 DC-DC 컨

버터의 입력 임피던스의 분배로 식 (18)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DC-DC 컨버터의 전달함수에 인버터의 출력 임피던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출력 임피던스보다 입력 임피던스가 

커야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DC-DC 컨버터에 붙는 전압원

임피던스는 설계가 불가능하여 DC-DC 컨버터의 입력 임피던스

를 설계하여 전압원 임피던스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된

다. 하지만 반도체 변압기용 단상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이를 설

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림 9-12를 통해 인버터 출

력 임피던스를 설계하고 이에 맞게 DC-DC 컨버터의 전압 전달

함수가 인버터 출력 임피던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DC-DC 컨

버터의 입력 임피던스를 설계한다.














    (18)

시스템의 안정성과 동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압제어기에 

사용된 값은   ,  ×이며 전류제어기에 사용

된 값은   ,  ×이다. 그림 13는 제안하

는 방법으로 설계된 제어기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그림 13(a)

에서 이득 여유는 30.3 dB이며, 위상 여유는 43.1°이다. 그림 

13(c)에서 일정 주파수 구간에서 폐루프 시스템의 부하 변동 응

답 특성이 개루프보다 좋지 못 한 것은 인버터 시스템의 안정성

과 동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결과이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소신호 모델과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회

로 변수는 표 1과 같다. 그림 14은 3.3 kW급 계통 연계형 인버

터 시작품을 보여준다. 제어용 DSP로 TI사의 TMS320F28335를 

이용하였다.

계단 부하에 의한 시간 영역에서의 출력 전압은 라플라스 역

변환을 이용하여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ℒ


                   (19)

또한, 점근적 분석 기법(asymptotic analysis method)을 이용

하면 식 (20)를 이용하여 그림 13(c)의 출력 임피던스 곡선을 근

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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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3 kW급 인버터 시제품

Fig. 14 Photograph of 3.3 kW prototype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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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추정 출력 전압

Fig. 15 Estimated output voltage

       









           (20)

그림 15는 식 (14)와 식 (15)를 이용하여 추정한 출력 전압이

다. 부하 전류를 전부하의 20 %에서 70 %로 4.34 A 증가시켰을 

때, 예상되는 출력 전압 언더슈트는 4.89 %이다. 그림 16는 실제 

실험 파형이며, 5%의 언더슈트를 가진다. 소신호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이론적 결과와 실험 결과 사이의 오차는 2.2%이다. 점근

적 분석 기법의 사용과 실제 실험에서 이상적인 계단 응답을 구

현할 수 없음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

신호 모델에 기인하는 오차는 매우 작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유도한 수정된 양극성 펄스 폭 변조 방법을 가

지는 인버터의 소신호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적 

부하 변화에서 출력 전압이 정상 상태 전압의 ±2.5%에 들어오는 

정착 시간은 154 ms이다. 계단 부하 응답에서의 인버터의 안정

적인 동작과 적절한 동특성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기 

설계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계단 부하 응답

Fig. 16 Step load respons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변압기용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소신호 

모델을 유도하여 검증하였다. 수학적으로 유도된 소신호 모델을 

이용하여 인버터의 안정도와 동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인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압제

어기와 역률을 제어하기 위한 전류제어기가 필요하다. 계통 전압

과 부하 전류 변동에 대하여 인버터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신호 모델을 기반으로 PI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소신호 모델과 

제어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소신호 모델과 점근적 분석 기법

을 이용하여 추정한 출력 전압의 이론적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

의 비교를 통해 소신호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계단 부하 응

답에서의 언더슈트와 정착 시간을 통해 인버터의 안정성과 동특

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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