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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Photovoltaic, PV) 발전 시스템은 구성 방식에
따라 중앙 집중형, 스트링형, 모듈형 전력 변환 시스템
으로 구분된다[1],[2]. 중앙 집중형과 스트링형 시스템의
경우 태양전지 모듈 간의 부정합 문제나 모듈의 부분
음영에 의해 개별 태양전지 모듈이 최대 전력점에서 동
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모듈형 전력 변환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태양전지 모듈에 모듈 집적형 전
력변환기(Module Integrated Converter, MIC)를 부착하
여 각 태양전지 모듈이 최대 전력점에서 동작할 수 있
어 고효율 동작이 가능하다[1]-[3]. 또한 각 태양전지 모듈
이 다른 태양전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용량 증설시 서
로 다른 모델의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도 무관하여 부
정합에 강인하다는 장점을 갖는다[4],[5]. PV-MIC는 중앙
인버터의 유무에 따라 AC 모듈 방식과 DC 모듈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DC 모듈 방식은 각 태양전지 모듈

에 DC-DC 컨버터가 부착되어 있어, 태양전지 모듈의
낮은 DC 출력을 컨버터를 통해 승압시켜 중앙 인버터
에 전달하고 중앙 인버터에서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반면, AC 모듈 방식은 각 태양전지 모듈에 부착된
DC-AC 인버터가 직접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DC
모듈 방식은 중앙 인버터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태양
전지 모듈의 용량 증설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는다.
하지만 AC 모듈 방식의 경우에는 각 태양전지 모듈에
서 AC로 변환하여 계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DC
배선이 필요 없으며, 태양전지 모듈의 용량 증설이 자유
롭다는 장점을 갖는다[1],[2].
AC 모듈 방식은 DC-link 유무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DC 출력을 AC로 직접 변환하는 1-stage 구조와
DC-link를 사용하여 간접 변환하는 2-stage 구조로 구
분된다. 1-stage 구조 중 플라이백 인버터는 소자 수가
적어 저렴하며, 비절연형 컨버터와 다르게 변압기의 턴
비로 쉽게 승압이 가능하고, 1차 측과 2차 측이 전기적
으로 절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6]-[8]. 2-stage 구조 중 플라이백 컨버터와 풀 브릿
지 인버터로 구성된 시스템은 1-stage 구조의 플라이백
인버터의 장점을 가지며, DC-link 전압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켜 플라이백 컨버터의 일정한 duty 제어가 가능
하다[9],[10]. 1-stage의 경우 AC 전압을 만들기 위해 플라
이백 컨버터의 duty를 가변하게 되며, 출력 AC 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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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지점에서 duty가 증가하여 스위치 및 다이오드에
서 큰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stage
의 경우 1차 측 플라이백 컨버터는 일정한 DC-link 전
압 제어를 하기 때문에, 1-stage 구조에 비해 스위치 및
다이오드에서 낮은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을 가질 수 있
다. 하지만, 2차 측 풀 브릿지 인버터가 추가되어 스위
칭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AC 모듈형
PV-MIC의 손실 특성은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고효율 동작을 위해서는 PV-MIC의 구성
방식에 따른 정량적인 손실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
제 태양전지 모듈의 경우 부분 음영이나 빛의 세기에 따
라 최대 전력점이 변하고, 이로 인해 손실 특성 또한 달
라지기 때문에 PV-MIC의 정확한 손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분 음영 및 빛의 세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부분 음영 및
빛에 세기 변화를 고려하여 고효율 동작을 위한 AC 모
듈형 PV-MIC 구조를 선정한다. PV-MIC에 주로 사용
되는 플라이백 토폴로지 기반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시스템 손실을 수식 및 데이터시
트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이론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고효율 동작에 적합한 PV-MIC 구조를 선정한다.

2. 분석 모델의 시스템 구성 및 사양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손실 비교·분석을 위한 두 가
지 방식의 AC 모듈형 PV-MIC의 회로를 나타낸다. 2가
지 방식 모두 AC 모듈형 PV-MIC에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제어인 태양전지 모듈의 최대 전력점 추종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제어와 계
통 연계에 필요한 위상 고정 루프(Phase Locked Loop,
PLL) 제어가 사용된다. 그림 1(a)는 1-stage 구조의 플
라이백 인버터로, 2차 측은 스위칭 손실이 없는 언폴딩
구조이다. MPPT 제어와 PLL 제어는 플라이백 인버터
가 모두 수행한다. 그림 1(b)는 2-stage 시스템으로, 1차
측은 플라이백 컨버터 구조, 2차 측은 풀 브릿지 인버터
구조가 사용된다. 1-stage 시스템과 같이 2-stage 시스
템의 플라이백 컨버터에는 MPPT 제어가 적용되며, 풀
브릿지 인버터는 일정 DC-link 전압 제어와 PLL 제어
가 적용되어 계통으로 전력을 전달한다. 표 1은 본 논문
에서 사용되는 AC 모듈형 PV-MIC의 시스템 파라미터
를 나타낸다.

3. AC 모듈형 PV-MIC 시스템 손실

AC 모듈형 PV-MIC의 구성 방식에 따른 손실을 분
석하기 위해 전력 반도체 소자, 변압기 및 수동 소자의
손실을 이론적 수식 및 데이터 시트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 각 소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a) 1-stage system

(b) 2-stage system

Fig. 1. Configuration methods of PV-MIC.

TABLE I
SYSTEM PARAMETERS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PPV,MPPT 360 [W] Vg 220 [Vrms]

VPV,MPPT 40 [V] Grid frequency 60 [Hz]

IPV,MPPT 9 [A]

3.1 MOSFET 손실
전력 반도체 소자인 MOSFET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도통 손실(Conduction loss, PMOSFET,cond)과 스위칭 손실
(Switching loss, PMOSFET,sw)과 MOSFET의 기생 커패시
터에 의한 손실(Parasitic output capacitance loss,
PMOSFET,Coss)로 구분된다[11]. MOSFET의 도통 손실은 스
위치의 도통 시 MOSFET이 저항 Rds(on)으로 등가 되어
발생하는 손실이며 식 (2)와 같다. MOSFET의 스위칭
손실은 스위치 턴 온/턴 오프 시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
VDS와 흐르는 전류 ID의 교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역병렬 다이오드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로 식 (3)과 같
다. tr과 tf는 각각 전압, 전류의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
을 의미하며, Qrr은 역병렬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하를
의미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플라이백 인버
터는 DCM(Discontinuos Conduction Mode) 동작 및 역
병렬 다이오드 도통 구간이 없기 때문에 턴 온 손실과
역병렬 다이오드에 의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MOSFET의 드레인-소스 사이의 기생 커패시터에 의한
손실은 식 (4)와 같다.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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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이오드 손실
다이오드의 손실은 크게 도통 손실(Conduction loss,

PDiode,cond)과 역회복 손실(Reverse recovery loss,
PDiode,rev)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
는 플라이백 인버터 및 컨버터는 DCM 동작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역회복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
이오드의 손실은 다이오드가 순방향 도통 시 발생하는
도통 손실만 계산하며, 이는 식 (5)와 같다[11].

 × (5)

3.3 변압기 손실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철손(PTrans,core)과 동손

(PTrans,copper)으로 구분된다. 철손은 변압기의 코어에서 발
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히스테리시스 곡선으로 둘러싸
인 면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철손은 코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에 주어진 손실 그래
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코어는
TDK 社의 PC95 재질의 PQ35/35를 사용하였다[12]. 동손
은 1차 측 권선에 의한 손실과 2차 측 권선에 의한 손
실로 나눌 수 있다.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의 직렬
저항을 계산하여 식 (7)과 같이 손실을 계산한다[11].

   (6)

  rms
  secrms

 sec (7)

3.4 인덕터 손실
수동 소자 중 인덕터 손실은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코

어에 의한 철손(PL,core)과 권선에 의한 동손(PL,copper)으로
나눌 수 있다. 철손의 경우 코어 제조사의 데이터 시트
를 참고하여 손실을 계산한다. 필터로 사용한 인덕터의
코어는 1-stage 시스템은 TDK 社의 PC95 재질의
PQ35/35를 사용하였다[12]. 2-stage 시스템은 Changsung
社의 CH572060을 사용하였다[13]. 동손은 권선의 직렬 저
항에 의해 발생하므로, 식 (9)와 같이 권선의 총 길이의
저항 RL,dc와 전류 IL_rms의 제곱의 곱으로 정의한다[11].

   (8)

   
 × (9)

3.5 커패시터 손실
커패시터의 손실은 커패시터 내부의 직렬 등가 저항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R)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이며, ESR과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의 rms 값을
이용해 구하며, 식 (10)과 같이 계산한다[11].

   
 × (10)

4. 손실 비교 및 분석

4.1 손실 계산 시 고려사항
AC 모듈형 PV-MIC의 출력은 태양전지 모듈의 최대

전력점에 영향을 받는다. 부분 음영이 발생하면 태양전
지 셀이 생성하는 전압의 크기의 감소로 출력이 감소하
고, 빛의 세기가 감소하면 태양전지 출력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여 출력이 감소한다[14]. 그림 2와 같이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전력이 같더라도 부분 음영 및 빛의 세기
에 따라 태양전지 셀의 전압 및 전류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한 손실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특성을 나타내
며, 그림 2(a)는 부분 음영 비율에 따른 최대 전력점의
변동을 나타낸다. 그림 2(b)는 빛의 세기에 따른 최대
전력점의 변동을 나타내며, 각 조건의 최대 전력점
(P1-P10)에서 AC 모듈형 PV-MIC의 구조에 따른 손실
을 비교·분석한다.

4.2 2-stage 시스템 인버터 주파수 선정
구조에 따른 손실을 비교하기 위해 2-stage 시스템의

풀 브릿지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 선정이 필요하며, 그

(a) Change in partial shadow area

(b) Change in intensity of light

Fig. 2. I-V and P-V curves of a 360W PV-MIC in partial
sha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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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은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에 따른 손실 및 부피를
나타낸다. 손실과 부피의 trade-off를 고려하여 스위칭
주파수는 40[kHz]로 선정하였다.

4.3 각 소자의 손실 비교 분석
고효율에 적합한 AC 모듈형 PV-MIC를 선정하기 위

해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의 손실을 비교·분
석하며, 비교를 위해 그림 4와 같이 2가지 구성 방식의
360[W] 급 PV-MIC를 P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
였다. 표 2는 손실 분석에 사용한 시스템 파라미터 및
소자 정보를 나타내며, 소자 선정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정격과 손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4.3.1 1차 측 플라이백 컨버터 스위치
1-stage 시스템의 플라이백 스위치의 경우, 그림 5(a)

의 파형과 같이 2차 측의 AC를 만들기 위해 전압 및
전류의 피크 값이 큰 부분이 존재한다. 2-stage 시스템
의 1차 측 플라이백 스위치의 전압 및 전류는 2차 측

TABLE Ⅱ
SYSTEM COMPONENTS OF PV-MIC

Component Parameter

Flyback converter switch, Q1 IXFA60N25X3 (250V/60A)

On resistance, Rds(on) 23 [mΩ]

Output capacitance, Coss 645 [pF]

Reverse recovery charge, Qrr 0.38 [uC]

Delay time tr = 10 [ns] tf = 7 [ns]

Flyback inverter switch, Q2-Q3 STD6N90K5 (900V/6A)

On resistance, Rds(on) 910 [mΩ]

Output capacitance, Coss 31 [pF]

Reverse recovery charge, Qrr 3.13 [uC]

Delay time tr = 12.2 [ns] tf = 15.5 [ns]

Inverter switch, Q4-Q7 C3M0060065D (650V/37A)

On resistance, Rds(on) 60 [mΩ]

Output capacitance, Coss 80 [pF]

Reverse recovery charge, Qrr 0.181 [uC]

Delay time tr = 20 [ns] tf = 8 [ns]

Diode, D1-D3 CD214C-S3M (1000V/3A)

Forward voltage, VF 0.96 [V]

Transformer Core PC95 PQ35/35

Litz wire 0.06mm × 500

Turns ratio, n
1-stage 2-stage
1:8:8 1:15

Filter Inductor core PQ35/35 CH572060

Inductance 3 [mH] 7.54 [mH]

Litz wire 0.06mm × 500

Turns 71 [turn] 342 [turn]

Filter Capacitor BFC238323433
Capacitance 86 [nF] 210 [nF]

(a) 1-stage system (b) 2-stage system

Fig. 5.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primary
switch.

(a) 1-stage system (b) 2-stage system

Fig. 6.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secondary
diode.

Fig. 3. System loss and volume of 2-stage PV-MIC
according to switch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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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SIM circuit diagram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method of PV-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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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age system (b) 2-stage system

Fig. 7.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secondary
switch.

인버터가 DC-link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그
림 5(b)와 같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1-stage 시
스템의 스위칭 손실은 계통 한 주기 내에서 계속 변하
고, 2-stage 시스템의 스위칭 손실은 일정하기 때문에 2
가지 구조에 대해 정량적인 손실 분석이 필요하다. 1차
측 플라이백 컨버터의 스위치 Q1의 경우, IXFA60N25X3
으로 Coss = 645 [pF], Rds(on) = 23 [mΩ], Qrr = 0.38 [uC], tr
= 10 [ns], tf = 7 [ns]이다. 따라서 식 (1)-(4)를 이용하여
1-stage 시스템의 스위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 ×

 ××××× ×

   

이와 같이 2-stage 시스템도 동일하게 분석하면 결과
적으로 도통 손실은 1-stage 시스템이 약 4.1[W] 더 크
게 발생하며, 스위칭 손실은 2-stage 시스템이 약
0.9[W]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측 플라이백 스위치의 전체 손실은 1-stage 시스템
이 2-stage 시스템보다 약 3.2[W]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4.3.2 다이오드
플라이백 컨버터 2차 측 다이오드의 손실은 1-stage와

2-stage 시스템 모두 DCM 동작하기 때문에 역회복 손
실 없이 도통 손실만 발생한다. 1-stage 시스템의 경우
2개의 다이오드가 사용되며, AC 출력을 만들기 위해 그림
6(a)와 같이 duty를 가변하여 피크 지점에서 도통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2차 측에 사용된 다이오드의 경우,
CD214C-S3M으로 VF = 0.96 [V]이다. 식 (5)를 이용하여
1-stage 시스템의 다이오드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   

분석 결과 1-stage 시스템의 다이오드에서 발생한 손
실이 2-stage 시스템보다 약 0.4[W]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4.3.3 2차 측 스위치
1-stage 시스템에서 2차 측 스위치 손실은 언폴딩 구

조로, 그림 7(a)와 같이 스위칭 손실 없이 도통 손실만

(a) 1-stage system (b) 2-stage system

Fig. 8. Voltage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filter
inductor.

발생한다. 2-stage 시스템에서 2차 측 인버터 스위치는
그림 7(b)와 같이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모두 발생한
다. 또한, 4개의 스위치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
실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2-stage 시스템 인버터 스위
치의 경우, C3M0060065D으로 Coss = 80 [pF], Rds(on) = 60
[mΩ], Qrr = 0.181 [uC], tr = 20 [ns], tf = 8 [ns]이다. 1차
측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식 (1)-(4)를 이용하여 2-stage
시스템 인버터 스위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 ×

 ×××××

× × ××××
   

분석 결과 2차 측 스위치의 총 손실은 2-stage 시스
템이 1-stage 시스템보다 약 7.9[W]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4.3.4 출력 필터
1-stage 시스템의 출력 필터는 DCM 제어가 적용된

플라이백 컨버터의 2차 측 전류를 필터링하며, 2-stage
시스템의 출력 필터는 연속적인 인버터 출력 전류를 필
터링한다. 1-stage 시스템에서는 필터 커패시터가 대부
분의 전류 리플을 감당하기 때문에 필터 인덕터 전류
리플의 크기는 그림 8과 같이 2-stage 시스템과 유사하
다[15]. 하지만, 1-stage 시스템의 필터 인덕터는
100[kHz]의 고주파수 동작으로 페라이트 코어인 PC95
PQ35/35를 사용하며, 2-stage 시스템은 스위칭 주파수
가 40[kHz]로 분말 자성 코어인 CH572060을 사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2-stage 시스템의 필터 인덕터 손실이
1-stage 시스템보다 약 4.2[W]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
다. 커패시터 손실의 경우 1-stage 시스템의 경우 입력
커패시터와 필터 커패시터의 손실이 발생하며, 2-stage
시스템의 경우 입력 커패시터와 플라이백 컨버터와 인
버터 사이의 DC-link 커패시터와 필터 커패시터의 손실
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실은 2-stage 시스템이
약 0.24[W]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4.4 부분 음영과 빛의 세기에 따른 손실 분석
그림 9는 360[W] 급 AC 모듈형 PV-MIC의 부분 음

영 및 빛의 세기에 따른 손실을 비교·분석한 그래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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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10은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낸다. 표 3, 4는 각
손실의 크기를 나타낸다. 시스템 손실을 분석한 지점은
그림 2에 나타난 태양전지 모듈의 조건별 최대 전력점
과 동일하다. 그림 9(a)와 그림 10(a)는 부분 음영에 따
른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의 손실과 효율을
나타낸다. 태양전지 모듈은 부분 음영이 발생함에 따라
그림 2(a)와 같이 최대 전력점에서 PV 모듈의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 모두 1차 측 스위치의 도통 손실은 일
정하고 스위칭 손실만 감소한다. 2차 측의 경우 출력 전
압의 크기는 계통 전압으로 동일하고 최대 전력점이 감
소하여 출력 전류가 감소한다. 1-stage 시스템의 2차 측
스위치는 언폴딩 구조로 도통 손실만 존재하기 때문에
출력 전류의 감소로 도통 손실이 감소한다. 2-stage 시

0

5

10

15

20

25

30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P1 P2 P3 P4 P5
Loss [W]

0

5

10

15

20

25

30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P6 P7 P8 P9 P10
Loss [W]

(a) Loss distribution chart according to partial shading (b) Loss distribution chart according to light intensity

Fig. 9.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partial shading and light intensity.

TABLE Ⅲ
TABLE OF DISTRIBUTION OF LOSS ACCORDING TO PARTIAL SHADING

Loss
P1 P2 P3 P4 P5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Flyback Switch Conduction Loss [W] 10.80 5.56 10.78 5.55 10.79 5.57 10.77 5.54 10.79 5.56

Flyback Switch Switching Loss [W] 0.36 1.25 0.35 1.10 0.34 1.04 0.33 0.94 0.33 0.89

Transformer Loss [W] 0.93 0.75 0.85 0.68 0.77 0.62 0.71 0.56 0.65 0.51

Inverter Switch Conduction Loss [W] 6.03 0.29 5.60 0.26 5.29 0.24 4.97 0.20 4.60 0.18

Inverter Switch Switching Loss [W] - 13.60 - 13.51 - 13.45 - 13.31 - 13.20

Diode Loss [W] 1.25 0.84 1.19 0.78 1.15 0.75 1.10 0.70 1.05 0.66

Capacitor Loss [W] 0.18 0.42 0.17 0.38 0.16 0.36 0.15 0.31 0.14 0.28

Inductor Loss [W] 0.46 4.62 0.40 4.36 0.37 3.60 0.34 3.43 0.31 3.18

Total Loss [W] 20.01 27.33 19.34 26.61 18.87 25.61 18.37 25.01 17.87 24.46

TABLE Ⅳ
TABLE OF DISTRIBUTION OF LOSS ACCORDING TO LIGHT INTENSITY

Loss
P6 P7 P8 P9 P10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1-stage 2-stage

Flyback Switch Conduction Loss [W] 10.80 5.56 8.34 4.24 6.01 3.05 3.81 1.99 2.01 1.10

Flyback Switch Switching Loss [W] 0.36 1.25 0.31 1.05 0.27 0.94 0.22 0.85 0.17 0.68

Transformer Loss [W] 0.93 0.75 0.85 0.72 0.78 0.68 0.72 0.65 0.66 0.63

Inverter Switch Conduction Loss [W] 6.03 0.29 4.49 0.20 3.20 0.12 2.01 0.07 1.06 0.03

Inverter Switch Switching Loss [W] - 13.60 - 13.30 - 12.89 - 12.58 - 12.24

Diode Loss [W] 1.25 0.84 1.03 0.70 0.83 0.55 0.61 0.42 0.40 0.28

Capacitor Loss [W] 0.18 0.42 0.14 0.31 0.10 0.21 0.07 0.14 0.04 0.07

Inductor Loss [W] 0.46 4.62 0.31 4.01 0.20 3.65 0.11 3.27 0.04 2.89

Total Loss [W] 20.01 27.33 15.47 24.53 11.39 22.10 7.55 19.96 4.38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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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ystem efficiency according to partial shading and
light intensity.

스템 인버터 스위치는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모두 발
생하기 때문에, 출력 전류 감소로 도통 및 스위칭 손실
모두 감소한다. 하지만 부분 음영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
른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전력의 감소량이 1-stage 시
스템과 2-stage 시스템의 손실 감소량에 비해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전체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그림 9(b)와 그림 10(b)는 빛의 세기에 따른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의 손실과 효율을 나타낸다. 태
양전지 모듈은 빛의 세기에 따라 그림 2(b)와 같이 최대
전력점에서 PV 모듈의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가 감소하
기 때문에,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 모두 1차
측 스위치의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감소한다. 2차 측은
부분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출력 전압은 일
정하고 출력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1-stage 시스템의
스위치는 도통 손실이 감소하며, 2-stage 시스템의 스위
치는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감소한다. 하지만 빛의 세
기가 감소하는 경우 1-stage 시스템 손실은 1차 측 스
위치의 도통 손실 감소량이 태양전지 모듈의 출력 전력
의 감소량보다 커서 효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
라서 1-stage 시스템은 빛의 세기가 가장 약할 때인
P10에서 효율이 96.2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stage
시스템 역시 출력 전력이 감소하면 1차 측 스위치의 도
통 손실 및 스위칭 손실과 2차 측 풀브릿지 인버터 스
위치의 도통 및 스위칭 손실이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
손실 대비 2차 측 스위칭 손실의 비율이 출력 전력이
낮을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PV 모듈의 출력 전력 감소

량보다 적게 감소하여 빛의 세기 감소에 따라 효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2-stage 시스템의 최대
효율은 빛의 세기가 강한 P6에서 92.19%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 모두

부분 음영에 의한 효율 변화는 크지 않으며, 빛의 세기
가 감소함에 따라 1-stage 시스템은 효율이 증가하고,
2-stage 시스템의 효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분 음영과 빛의 세기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1-stage 구조의 AC 모듈형 PV-MIC가 고효율 동작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태양전지 모듈의 부분 음영 및
빛의 세기에 따른 출력 변화를 고려하여 AC 모듈형
PV-MIC의 구성 방식에 따른 손실을 비교·분석하였다.
PV-MIC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이백 토폴로지를 기반으
로 1-stage 시스템과 2-stage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론
및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손실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론적 분석 결과를 통하여 1-stage 구조의 AC 모듈형
PV-MIC가 효율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으로 지원받아 수행한 인력양성 성과입니다.
(No. 2018403020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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